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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국회의원 최영희

반갑습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국가인 홍콩을 제외하면 ‘세
계에서 가장 아이 안 낳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출산관련 홍

보비만도 50억원을 쓰고 있고, 지자체들은 저마다 1,00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준다

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 우리나라는 과테말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아

동을 미국에 입양시키고 있는 ‘아동수출대국’입니다. 그동안 해외입양 수는 16
만명을 넘었고, 작년 한 해만도 1,250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입
양’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출생모가 충분히 생

각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친권포기서와 입양동의서를 받

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이억만리에서 한국에 와도 자신의 출생

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부모를 만나보지 못하고 또한번 한국

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울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나라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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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이낳으라고 성화하고 있는 때인

데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더딥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작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통합DB를 구축하

고 입양기관에 지침을 보내어 입양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

니다. 당시 장관은 곧 지침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여러분의 의

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입양인 여

러분의 인권과 권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이 준비되는 자리

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소라미 변호사님, 그리고 진실

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 국외입양인연대(ASK), 뿌리의 집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9. 11. 10.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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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체제에서의 인권침해 : 무엇이 문제인가?

Jane Jeong Trenka (입양인 당사자)

대한민국의 입양관련 법 개정을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입양인들과 미혼모들

이 대한민국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이 역사적인 자리에 최영희 의원님

께서 참석해 주신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정기적으로 우리

를 만나주신 최영희 의원님 보좌진, 공감 공익변호사그룹, 미혼모 단체 미스맘

마미아, 뿌리의 집(KoRoot), ASK, TRACK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록 한국 정부가 입양인들은 입양 보낼 당시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으나 자

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외로 입양 보내져야 했던 입양인들이 이제는 한국

의 입양 프로그램, 사후 서비스 및 한국 복지제도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

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정부로서는 예상치 못한 해외입양의 혜택이라 생각합

니다. 예전에도 입양기관 근무자들이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아가 개정되는 한국의 입양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입양 시스템의 지속과 번성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일반인, 디아스포라 

한국인, 해외 입양인, 미혼모들로 구성된 연합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이 참

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한국의 입양 

제도가 국제 인권 및 사법 기준에 부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모든 

한국인들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이 아닌 자부심과 자급자족의 원천이 될 수 있

는 아동 복지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행법에 대한 간략한 비판과 그로 인해 입양인과 가족들

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시도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한국 입양과 관련된 국가들에게 한국 

사회와 현대사 그리고 우리 입양인 개개인의 삶에 깊고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 

법을 이해하기 위한 평생에 걸쳐 진행된 진지한 노력의 결과로 이해되기를 바

랍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님들께서 입양인을 외국어

를 하는 외국인이 아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한국어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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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해주던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시민으로 태어났으나 그의 가

족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공감 공익변호사그룹의 소 라미(So Rami) 변호사가 특정 문제에 대한 구체

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우리 단체의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

입니다. 저는 현 입양제도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이 향후 5년 이내 

과거의 남용을 인정하고 미래의 남용을 방지하는 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리하여 한국 사회와 입양인 사회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진실과 화

해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정부가 아동의 원가족(original family)의 유지보다는 입양을 촉진하고 

선호해 온 탓에 현재 20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킨 국가적인 해외 입양

제도가 구축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많은 입양 건이 서류상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이 실제로는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용되었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미국 학자 데이비드 스몰린

(David Smolin) 박사는 이를 자금세탁이나 합법적인 표면으로 위장한 불법적인 

행위에 비유하며 "아동 세탁(child laundering)"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용 사례는 TRACK에 의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용 사례 기록

1. 불명확한 양도  TRACK는 부모가 실명으로 양도를 하지 않은 사례, 부모가 아

닌 제3자가 양도를 한 사례, 부모 중 한 쪽만이 양도를 한 사례, 부모는 해외 

입양이 아닌 국내 입양을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나 해외입양 된 사례, 또는 양

도서류의 서명이 위조된 사례 등을 발견했습니다. 현행 법 하에서는 해외 입

양을 진행하기 위해 아동의 부모를 찾아야 하는 책임을 입양 기관에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의 상충이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가족에 의한 납치  TRACK는 특히 부계 친척이나 할머니에 의해 아동이 입양

되는 가족 납치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른 모친의 양육권이 

아직까지도 지나치게 약합니다.

3. 양부모에게 보내어지는 아동신상서류의 허위진술 사례는 입양 사회에 만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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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서류상 아동의 연령, 사회력, 병력, 모친의혼인 상황 등의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양부모와 서양 입양 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사례입니다.

4. 남겨진 기록의 상이함  TRACK는 동일 아동의입양서류에 모순이 발견되는 사

례를 발견하였습니다. 기록의 모순은 국문 기록에서 국문 기록으로 옮겨지면

서, 즉 경찰청에서 고아원, 입양 기관으로 혹은 입양기관 사이에서 기록이 전

달되거나 또는 국문 기록에서 영문(또는 기타 서양어) 기록으로 옮겨질 때 발

생하였습니다.

5. 고아원에 의한 납치 이 역시 종종 언급되는 것이며, 토비 도슨(Toby Dawson) 

사건이 주요 사례로 뽑힙니다. 한국인 부모가 아동을 찾기 위해 고아원에 갔

었으나 고아원은 아동이 없거나 사망했다고 거짓된 정보를 주었습니다. 의사

분별이 가능한 나이의 아동들이 본인의 신원과 집주소를 알고 있어 집으로 돌

아가기를 희망하나 고아원에 붙잡혀 있는 경우 있었습니다.

6. 호적 위조 적법하게 진행된 모든 해외 입양의 경우,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아호적이라는 것을 형식상 절차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미 가족 호적에 등록

된 아동들의 경우에도 입양을 위해서는 고아 호적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법적 문서의 위조입니다.

7. 시민권 위조 아동이 실제로 입양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입양된 것으로 

잘못 기록이 되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기록이 된 경우가 있

습니다.

8. 신원 위조 디안 보르쉐이(Deann Borshay)가 기록한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1

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를 보면 본래 입양하기로 예정되었던 아동이 

어떤 이유에서든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입양부모 몰래 다른 아동으로 

바꾸어 치기 되어 입양된 경우입니다.

정부 감독으로 불충분합니다. 감독기관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남용사례는 입양 당시에 행해졌

다는 사실과 해외 입양인 가족 상봉이 2.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수

치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입양 사후 서비스 때문에 감독기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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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절실합니다. 이 감독기관은 입양 수수료, 미혼모 시설과 입양의 관계를 

포함한 입양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중앙입양정

보원(KCARE)가 이러한 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미 보건

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

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은 친가족 찾기에 경찰 수색 동원, 
객관적인 제3자로서 입양인들에 대한 기록 보관 및 가족 상봉 주선에 대한 법

적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해외입양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아

동 보호에 관한 협약(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을 비준할 

경우, 이 기관이 중앙 당국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양 등록 

및 허가 절차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태아는 자궁 속에서도 양도될 수 있으나 산모들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적법하다고 간주해온 다른 관례 역시 실질적으로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현행법은 자궁 속에 있을 때도 산모가 아동을 쉽게 양도할 수 있도

록 허용해왔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모들이 보

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아닌 제 삼의 기관으로부터 적

절한 상담과 자문을 받고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미
혼모시설, 입양기관, 병원과 같은 시설 등 간의 연계는 입양 제도의 존속을 가

능하게 하는 아기의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미혼 여성의 취약성과 강압에 의존

하는 "아기 양식(baby farming)"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 보존이 "입양 촉진"보다 좋습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현행법의 명칭입니다. 정부가2008년에 

입양 촉진을 위해 104,299,000원을 지출한 것에 반해, 국내 입양 건 수는 2002
년 1964명에서 2007년 1388명, 2008년 130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양 촉진 캠

페인의 성공이 미심쩍습니다. 우리 단체는 보육에 대한 명백한 해답은 입양촉

진을 위한 정부 기금 지출이 아니라 원가족 그리고 확대가족의 보존과 편모들

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가족이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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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들과 가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합니다.

입양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이

를 보장하는 법적 틀이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포함한 원가족의 입양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

양기관이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수색 및 상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법이 없으며, 입양인의 친부모로부터 상속도 문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대리입양은 양부모에게 편리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대리 입양은 한국에 직접 오지 않아도 아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양부모

의 편리성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이로 인해 한국에서 입양국가로 가는 

아동의 여정이 더 복잡해지며, 비행 동행인을 포함한 보호자가 필요하게 됩니

다. 특히, 여러 명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 아동, 특히 유아들에게 혼란 및 정신

적인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양인의 한국 시민권을 박탈해서는 안됩니다.

법으로 한국 정부는 입양인이 입양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한국 시

민권을 박탈합니다. 서류 및 법적 신원의 연계성을 위해 입양인들은 유년기 동

안 이중 국적을 보유하여 성인이 되면 스스로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이는 입양을 통한 이민을 다른 이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출생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출생 시 아동을확실하게 구분하고 등록하는 적절한 출생등록제도

를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내입양은 대부분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 본인의 실제 신원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 당합니다. 다시 말해, 입양아들

은 본인의 입양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양부모의 친자로 등록이 됩니다. 뿐만 아

니라, 출생 시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놓여집니다.

- 16 -

아동들은 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입양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관례는 국내입양에 해당되겠지만, 현재 입양되는 아동 본인이 입양을 수

락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의 성숙함에 맞추어 

기준을 만 10세로 낮춰야 합니다.

파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역시 국내 입양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파양의 문제입니다. 양부모에 대한 

적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파양으로 이어집니다. 현재는 입양 고려 시기나 입양 후 서비스 기간을 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입양 중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정의 수립이 절실

합니다.

국내 및 해외 입양법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국내법의 또 다른 문제는 국내입양과 해외입양관련 법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이드(Jade)의 사례가 이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경우를 잘 보여

줍니다. 기억하시다시피, 한국 여아 제이드는 민법에 의거하여 네덜란드 양부모

에 의해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교관이었던 이 부부는 나중에 아직 한국 시

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이 여아를 홍콩에 유기하고 떠났습니다.

한국 입양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입양제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법안의 범위 안에 있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 정부가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제21조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표명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

다. 이 규정은 독립된 중앙 당국이 입양을 담당해야 하며, 이 기관은 개인이나 

민간 단체에 의해 폭넓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유보를 거두고 아동권리협약의 다른 조항을 엄중히 이행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UN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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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hild)는 작년 한국의 입양 기관은 입양아에 대한 충분한 서류를 관리하

고 있지 않으며,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입양제도를 온전히 총괄하지 못하고 있

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말리아 이외에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UN회원국은 미국이며, 미국은 우리의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주요 

국가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  약

마지막으로, 내년 G20 회의 개최국인 대한민국은 근래에 국가 브랜드와 해

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기업관련 문제나 정부를 위한 새로운 로고 등과 같은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보다 의미 있게 해외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국

내의 인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일 터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 및 정부차원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

다. 이는 해외 언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 20만 명이 넘

는 입양인들이 그러한 차별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입양인들이 보내지

는 서구국가들에서는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한국 국익에 진정으로 부

합합니다. 이로써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부터 40년 후에 누가 여러분의 음식을 만들고, 기차를 운전하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이 들어 입원하게 될 때 병원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은 실력 있는 의사로 마침 미혼모의 자녀여도 괜찮겠습니까? 미
혼모와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 노동인력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습니다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아직 우리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해외입양은 아직도 연 

1000건에 달하고 있으며, 미혼모들은 정부로부터 정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

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체면을 지키는 것은 신속하고 단호

하게 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올 가을 이를 행할 수 있는 절호

의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최영희 의원님께 힘을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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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인들을 위한 정당하고 풍부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젼 성취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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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ABUSES IN THE NAME OF ADOPTION 
: WHY WE HAVE TO FIX THE SYSTEM?

Jane Jeong Trenka(Adoptee)

My thanks to Rep. Choi Young-hee for the great honor of participating on this 
historic occasion, the first time that adoptees and single mothers have proposed an 
entirely new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South Korea's adoption law. I 
also wish to acknowledge Choi Young-hee's staff, who have met with us regularly, as 
well as the members of the coalition: the Gonggam Public Interest Lawyers, the single 
mothers' group Miss Mamma Mia, KoRoot, ASK, and TRACK. 
 
I believe it is an unintended benefit to South Korea that while adoptees had no 
choice in their adoptions to foreign countries, they are now able to report back to 
Korea on the country's adoption program and how post-adoption and Korean family 
services may now be improved. While workers in adoption agencies have certainly 
voiced their opin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before, I believe it is significant that 
our bill has been written by a coalition of concerned Korean citizens and diasporic 
Koreans, international adoptees, and single Korean mothers who will reap absolutely 
no economic, professional, or social benefit from continuing the adoption system as it 
has been practiced in the past. Instead, we look forward to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 and justice. We seek to create a system of child welfare in 
Korea that can be a source of not all shame and guilt, but pride and self-sufficiency, 
for all Koreans. 
 
Today I will give a brief critique on the current law and the problems it has caused 
for adoptees and their families. Ihope these criticisms will be heard by parliament 
members and the countries influenced by Korean adoption as the result of many 
lifetimes worth of experience and our sincerest efforts to understand the laws that 
have profoundly and permanently affected our individual lives, as well as the modern 
history and society of South Korea. I speak in English, but my wish is for the 
parliament members to hear the adoptees not as foreigners, but people whose mothers 
spoke to us in Korean while they carried us in their wombs, and who were born as 
Korean citizens, but whose families were abandoned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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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gam public interest lawyer So Rami will give a detailed presentation on the 
coalition's revisions, which were written as specific solutions to specific problems. I 
will now detail these problems in the hope that these findings will within the next 
five years lead to a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hat identifies past abuses and prevents future abuses so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ociety and the adoption community may at last be healed. 

The Korean government's expediting and preferencing of adoption over the 
preservation of the child's original family is a major flaw that has l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adoption program that has now notoriously 
sent up to 200,000 children overseas. While many adoptions appear to have been 
processed completely legally on paper, many returning adoptees have found that in 
reality there were abuses that occurred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adoptions. The 
American scholar Dr. David Smolin calls this "child laundering," a reference to money 
laundering or processing something that is illegal in a way to make it look legal on 
the surface. In South Korea, these abuses have been documented by TRACK as 
follows: 
 
Documented Abuses 
 

1.Unclear relinquishmentTRACK has found cases where the parent did not 
relinquish under real name, a person other than the parent relinquished, only 
one parent relinquished, the child was relinquished for domestic but NOT 
international adoption, or the signature on the relinquishment form appears to 
be forged. The current law holds agencies responsible for locating children's 
parents to the in order to make sure they can be sent for adoption, which is 
a conflict of interest. 

 
2.Kidnappings within the family, particularly by paternal relative and 
grandmother have been documented by TRACK. The mothers'custody rights 
were and still are too weak under the law. 
 
3.Misrepresentation cases are rampant in the adoption community. paper, the 
children are misrepresented to adoptive parents and Western adoption 
agencies by changing information such as age, social history, medic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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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arital status of mother. 
 
4.Contradictionsin the adoption file of the same child have been documented 
by TRACK. Contradictions may be found going from Korean-language 
record to Korean-language record (from police to orphanage to agency, or 
intra-agency), or going from Korean-language record to English-language 
record (or other Western language). 
 
5.Kidnapping by the orphanageis another oft-repeated story, such as in cases 
like Toby Dawson. The Korean parent came looking and they were told that 
the child was not there, or had died. Older children may have known their 
identities and home addresses and wished to go home, but were kept inside 
the orphanage. 
 
6.Hojuk forgery. All correctly processed international adoptions used an 
orphan hojuk to expedite the adoption, but in the case of older children who 
had already been registered on their family's hojuk, that means an orphan 
hojuk had to have been made in order to process the adoption. This is a 
falsification of a legal document. 
 
7.Citizenship forgery. The child was recorded as having been sent to a 
different adoptive country than they really were, and were recorded as 
having gained the citizenship of the wrong country. 
 
8.Identity forgery. In cases such as that famously recorded by Deann 
Borshay in First Person Plural, the child was switched for another child 
who was not able to be sent at the time the adoption was scheduled. 

Government oversight is not adequate. We need a watchdog. 
It is because of these various abuses performed at the time of adoption thatare listed 
above, as well as the inadequate post-adoption services reflected in the astonishingly 
low 2.7% rate of international adoptee reunions, that a watchdog must be created. It 
must have the legal authority to monitor adoption processes, including adoption fees 
and the links between unwed mothers'facilities and adoptions. So far there is no legal 
basis for such a body, although KCARE has the potential to be strengthen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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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 body and is already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This body must also have the legal authority to authorize police searches for 
birthfamily searches, and hold all the original files of the adoptees and mediate 
reunions as an objective third party. This body would also serve as the central 
authority if and when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is ratified by 
South Korea. In addition, it would control theand permission procedures for adoption. 
 
Babies can be relinquished in the womb, but mothers need more time to make a 
decision. 
Other practices, which may be considered legal by the Korean government, are in 
reality not ethical. Currently the law has allowed children to be easily relinquished 
while still in the womb. This is not ethical. A mother should have more time and 
adequate counseling from an objective, non-adoption related body in order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The ties between the unwed mothers' homes and adoption agencies 
and facilities such as hospitals has created an atmosphere of "baby farming" that 
depends on the vulnerability of unwed mothers and coercion in order to secure a 
supply of babies to send for adoption. 

Family Preservation is better than "Adoption Promotion." 
The current law is called the Special Act Relating to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While the government spent 104,299,000 won to promote adoption in 2008, 
the domestic adoptions have fallen numerically from 1964 children in 2002 to 1388 
children in 2007 and 1306 in 2008. The success of the adoption promotion campaign 
is questionable. Our coalition believes that the obvious answer to childcare is not to 
use government funds to promote adoption, but to strengthen support for original 
families, extended families and single mothers so they can raise their own children. 
Every child already has a family.

Adoptees and their families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There is no legal framework that guarantees the human right of the adoptee to access 
his or her own inform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legal framework guaranteeing the 
right of the the birthfamily, including siblings, to try to initiate contact with the 
adoptee. There is also no current law ensuring that the agencies provide adequate 
and timely search and reunion services, and issues of adoptees inheriting from natural 
parents are probl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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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adoptions are convenient for adopters, but bad for children. 
Proxy adoptions have been used as a matter of convenience to transnationally 
adoptive parents, allowing their children to be delivered to them without having to 
travel to Korea. However, this introduces several more complications and caretakers, 
including the escort on the airplane, into the child's journey from Korea to her 
adoptive country. Numerous breaks in caretaking have been shown to be confusing 
and traumatic to children, especially babies. 

Adoptees should not be stripped of their Korean citizenship. 
By law, the Korean government strips all adoptees of their Korean citizenship when 
they gain the citizenship of their host country. Adoptees should be able to hold dual 
citizenship throughout childhood and determine their own citizenship for themselves at 
the age of majority in order to make the paperwork and legal identity continuous. 
This will also make emigrations through adoption more like other emigrations.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is insufficient. 
The law does not provide an adequate system for positively identifying and registering 
children at birth. Children who are secretly adopted within Korea -- meaning they are 
not told they are adopted and are registered as the biological child of adoptive 
parents -- are denied their right to identity. In addition, children who are not 
registered at birth are at risk of trafficking. 

Children should have a say about their own adoptions at a younger age. 
While in practice this applies more to domestic adoption, the age of consent at which 
a child can consent to his or her own adoption is currently set at 15 years Western 
age. The age should be reduced to 10 to match the maturity of children these days. 
 
There are too many disrupted adoptions. 
Also pertaining more to domestic adoptions is the problem of many broken adoptions. 
Adoptive parents are not screened and educated adequately, and the result is adoption 
disruptions. There are currently no laws the period for consideration of adoption or 
the post-adoption service period. There should be more specific and stricter 
regulations on adoption disru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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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sets of adoption laws --civil and international -- are not integrated. 
Another problem with the Korean law is that thethat gover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ion are not integrated.The case of Jade illustrates the kind of 
occurrence that can happen because of that.As you recall, the Korean girl 
named"Jade"was adopted by Dutch foreigners through the civil law. Later these 
diplomats abandoned the girl, who presumably still had Korean citizenship, in Hong 
Kong. 

The Korean adoption laws must be brought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Finally, Korea's adoption system must be brought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Although it is not the within the realm of the bill we are discussing today, I would 
like to remind all that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xpressed reservations to 
Article 2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states that 
adoptions should be handled by a central independent authority, and should not be 
influenced extensively by individuals or private organizations. This reservation should 
be removed and the rest of theUNCRC strictly implemented and adhered to. In 
addition,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last yearpointed out that the 
South Korean adoption agencies do not keep sufficient documents on the adopted 
children an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ill does not seem to be fully 
managing the adoption system. Finally,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only UN 
country besides Somalia that has not ratified the UNCRC is the United States, and 
that is the main country we are sending our children to for adoption. 

Summary 
Inclosing, I would like to note that South Korea, the host of next year's G20 
conference, has been making big efforts to boost its national brand and image 
overseas lately. These efforts have centered on business concerns and things like 
making a new logo for the government. But a more meaningful way that South Korea 
can improve its image overseas is to first solve its human rights issues at home. 

South Korea's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 mothers on both the social and the 
government level is not a secret -- it is well-documented in the foreign press, and 
there are 200,000 adoptees scattered around Europe and the U.S. who are walking, 
breathing testaments to such discrimination. And in the countries that we were 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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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ch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marital status is absolutely unthinkable. 

It is truly in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 to help single mothers raise their 
children, and not just because it will make the country look better. Forty years from 
now, who will grow and cook our food, drive our trains, and work in Korea's 
companies? Would it be alright with you if the person who takes care of you in the 
hospital when you are old is an educated and skilled doctor who happens to have 
been born the child of a single mother? Taking care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not only makes sense as an investment in the future labor force of Korea. It 
is just the right thing to do. 

But as of this year, our law has yet to be passed, the overseas adoptions still 
continue at the rate over over 1,000 a year, and single mothers are still not getting 
any meaningfu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e only way for South Korea to 
save face on the global stage is to quickly and decisively solve its own problems 
domestically. We need not just economic leadership, but also ethical leadership. We 
have the golden opportunity this fall do exactly that. I urge all the lawmakers here to 
work with Rep. Choi Young-hee to help us achieve our vision for a just and 
abundant future for all Koreans. Thank you so much for you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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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문

소 라 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입양정책 전환; 
    입양‘촉진’에서 친생가정 양육 보호로! 
    ‘요보호아동’ 대상에서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일반 아동으로!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 특례법’ 이라고 함)
은 1969년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을 모법으로 한다. 동법은 이후 1976년 입양

특례법으로 개정되었다가 1995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전문개정 되었다. 6.25 전
쟁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아 등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증가한 반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미비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요

보호아동에 대한 최선의 아동복지정책은 ‘국외입양’이었으며, 이를 위한 절

차와 요건을 간이하게 규정하였던 ‘고아입양특례법’이 현행 입양특례법의 

모법이 되었다. 따라서 현행 입양특례법은 “①보호자로부터 이탈하였거나 보

호자를 알 수 없어 보장 시설에 의뢰된 아동 ②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아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된 아동  ③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입양기

관에 보호의뢰 한 자”를 법 적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입양을 요보호아동

에 한 최선의 아동복지정책으로서, 촉진되어야 할 제도로서 규율하고 있다. 

아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현재 입양 아동의 90% 이상이 비혼모의 

자녀이며, 나머지는 저소득층 가정 및 결손가정이 차지하고 있다. 2008. 12.기
준으로 국내 입양된 아동 총 1.306명 중 비혼모 아동이 1,056명, 저소득층 자녀

가 97명, 결손가정이 34명이며 시설아동은 86명에 그치고 있다. 동시기 국외 

입양된 아동 총 1,250명 중 비혼모 아동이 1,114명, 결손가정이 126명, 기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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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곤 아동이 1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와 같이 현재 입양되는 아동의 

대부분이 비혼모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연혁상 고아 등 시설의뢰 아동

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입양특례법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는 입양 실태에 효과

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입양 아동의 90% 이상이 비혼모 가정에서 발생

하고 있는 현실 상황과, 1960년대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사회가 아동에 대한 다

양한 복지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경제적 부를 축적하였다는 

변화 지점을 고려한다면 입양특례법 상 입양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하다. 

 ○ 국내입양2)                                           (기준: 명)

년도

입 양 의 뢰 사 유

계 미혼모아등 시설아동
저소득층

가정
결손가정 기  타

2008   1,306    1,056  86  97    34      33

2007   1,388    1,045   118  67    60      98 

2006   1,332    1,011   115  63    40      103 

2005   1,461    1,095   172  73    98      23 

2004   1,641    1,250   236  55    80      20 

 ○ 국외입양

년도

입 양 의 뢰 사 유

계 미혼모아등 시설아동
저소득층, 

결손가정

2008 1,250  1,114     10  126 

2007 1,264  1,251     11   2 

2006 1,899  1,890      4   5 

2005 2,101  2,069      4   28 

2004 2,258  1,257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1) 2009. 6. 18~19. 입양정보센터 2009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중 107쪽. 119쪽

2) 2009 국정감사시 보건복지가족부 제출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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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조), “국제입양은 아동의 위탁양육자나 입양

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

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제21조)라고 규정하여 친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아동의 권리를 보장

하고, 출신국 내에서 아동보호 조치를 선행한 후 국외입양을 최후의 방안으로 

선택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이하 ‘헤이그협약’이라고 함)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현재까지 입양특례법 상 입양정책은 고아와 같은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

상으로 삼아 왔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최선의 정책으로서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촉진을 위하여 입양절차를, 특히 국외 입양절차를 간이화하는 기조를 수

립․유지해왔다. 이러한 구시대적 관점을 탈피하여 본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요보호아동’의 개념을 넘어서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일반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 전반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

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에 우선하여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의 양육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개정 주요 내용

1. 입양의 기본 원칙 정비

   •무조건적인 입양 ‘촉진’ 지양: 법 명칭 및 목적 조항 정비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순차적 접근 지향: ①친가족에 의한 양육 보호

-> ②출신국가에서의 보호(위탁가정, 국내 입양 등)-> ③국외입양,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입양제도를 정비하여야할 국가의 책임 명시 

(안 제3조 제5항): 
    ▪ 입양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명시(안 제3조의 3):  “본 

법에 의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2. 법의 적용 대상을 “요보호 아동”에서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
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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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곤궁, 가족형태 부모의 출신국적 인종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자” 규정을 추가하여 

비혼모 가정, 결손가정, 빈곤가정의 부모들이 직접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

을 의뢰하는 경우 본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제2호, 안 제4
조 제5호) 

3. 친생부모에 대한 사전 설명 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입양 동의의 유효요건

으로 규정

  “친생부모는 입양동의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

은 기관에서 원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정보 및 입양의 법적 효과 등에 대

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안 제6조 제4항 제3항)

4. 친모의 직접 양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양숙려제도 도입

   ▪“친모의 입양동의 의사표시는 출산 후 30일이 지난 후 이루어져야” 
유효하도록 규정 (안 제6조 제4항 제1호)

   ▪ 법원에 입양 허가 청구시 친모가 출산 후 입양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

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제3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숙려기간동안 아동의 건강한 양육 및 친

모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의 3)

5. 국내입양 우선 조치 의무화

   ▪“입양기관은 국내에서 입양가능한 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행하여야 

하며, 자 기관의 노력으로 찾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입양감독원에 보고

하여 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국내 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

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양 가능한 부모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12조의 2)
   ▪ 법원에 국외입양 허가 청구 시 “국내 입양을 위한 조치가 선행되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제5호, 안 제17조 

제1항)
   ▪ 국내입양 우선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확인 기관을 중앙입양감독원으로 

규정하여 절차 모니터링(추후 대통령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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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원의 개입을 통한 아동의 권익 보호

현행 민법상 일반 입양 절차에 의하면 당사자 간(친생부모와 입양부모) 합의

와 이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성립된다. 이와 같은 간단한 입양절차에서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가정환경 등은 고려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그 입양이 양자가 될 아동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행 제도 하에서 얼마 전 언론에

서 보도된 바 있는 아파트 선순위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녀

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만 자신의 자녀를 입양한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동을 매수하여 입양하고자 하는 사건 등과 같이 입양제도가 아동의 복리와

는 전혀 무관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위험이 상존하고, 
이것은 또한 사회 전체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법규정하에서는 입양제도를 악용하여 아동을 착취할 목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아동보호

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성인들 간의 이혼에 있어서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

여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것을 강제하고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 제출

을 의무화하는 등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아동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양문제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맡긴다는 

것은 전체적인 가족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3) 

한편 현재 입양특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의 경우 외

국인이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17조에서 규

정하는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만으

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허가 절

차마저도 입양아동과 가정이 결연된 후 아동의 여권을 준비하는 마지막 과정

에서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며, 심사과정도 너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UN아

동 권리위원회로부터 받은바 있다. 따라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입양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위 있는 당국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사를 통

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4)  

3) 위 자료집, 서울 가정법원 판사 홍창우 토론문 3쪽 

4)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개선, 장복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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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있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아

동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

며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1
조), 헤이그협약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국제입양이 진행되도록 

규율하고, 출신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아동에 대한 영구적인 친자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하고, 협약 상 다루어지는 모든 입양을 감독하는 중앙당국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는 원가정 보호가 어려

운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에 법원의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입양의 전과정이 아

동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하고자 한다.    

○ 개정 주요 내용

1. 국내입양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 국내입양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도입 

   ▪ 법원에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① 입양될 자의 출생신고 증빙서류 및 양자될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② 제5조 규정에 따라 양친 될 자가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③ 제6조 규정에 따라 입양의 동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고려하여 입양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안 제

7조) 
   ▪ 동 절차에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동을 인계 인수

한 경우 형사벌칙 규정(안 제27조 제1항 제3호) 

2. 국외입양의 허가절차로서 법원의 개입 도입

   ▪ 국내에서 국외입양을 하는 경우와 국외에서 국외입양을 하는 경우 요

건과 절차 통일(16조 삭제, 17조로 통합)
   ▪ 국외입양 허가 구비 서류: 
      ① 입양될 자의 출생신고 증빙서류 및 양자될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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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양친될 자가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될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③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양의 동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④ 양자로 될자의 부양의무자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확인을 위한 공

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가 선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입양될 아동이 양친될 자의 본국에 입국하여 영주허가 또는 귀화 

허가를 부여받을 것이라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그로부터 공인받

은 기관의 결정 서류”
   ▪ 동 절차에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동을 인계 인수

한 경우 형사벌칙 규정(안 제27조 제1항 제3호) 

Ⅲ.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입양절차 정비  

입양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1조는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

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입양 대상 아동의 의사결정권과 절차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

이다. 아동의 발달이 빨라진 현대사회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1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자만이 직접 입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

한지 의문이다. 아동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13세의 연령에 이른 아동에게도 입

양에 대하여 아동이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아동의 의사결정

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동권리협약도 제12조에서도 “당사

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

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의시표시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게는 자신의 건전한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그의 출생배경과 입

양사유를 이해하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의 사생

활 보호라는 명분과 현행법 상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앞세워 입양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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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입양인의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생명권

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제7조) 아동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
례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현재 입양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양기록을 열람하고자하는 경우 입양기

관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입양인에게 정보접근권을 ‘권리’로서 보장하여 입양인의 알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되,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와의 충돌문제는 친생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예방하고,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에 

부동의한다 하더라고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이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

도록, 나아가 긴급한 의료적 치료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까기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양기관의 비밀유지의무와 입양인의 알권리의 충돌

문제 또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입법규정을 통하여 

입양인의 알 권리와 친생부모들의 사생활 보호권을 조화롭게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입양부모의 양육조건 및 입양에 대한 사전 인식 및 준비 정도는 입양 

이후 아동의 복리에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양친될 자격으로서 

폭력전력 및 약물․알코올 전력과 같은 양육에 미칠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어 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입양 전에 입양에 대한 인

식 재고, 기대 조율, 양육 방법 등과 관련한 사전 교육이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입양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모에 의한 입양이 우

려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아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입양 부모들이 구매자의 입장에서 아동을 선별(여아 선호, 신생아 선호, 건강아 

선호 등)하는 실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특수한 문

제와 욕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양육을 시작한 입양부모는 양육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입양부모는 아동이 가정

에 즉각적으로 완전히 통합되거나 자신들이 아동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갖게 되고 이러한 잘못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

우에는 쉽게 파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5) 따라서 양친될 자의 입양 

5) 2009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입양정보센터, 48쪽, 윤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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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강화된 사전 심사와 적절한 사전 교육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헤이그협약에서도 양친될 자가 필요한 상담을 받았다는 것

을 확인하였을 때만이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입양 취소나 파양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

고자 한다. 현행법은 ‘확정적’으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부모가 법원에 입양취소

의 소송이나 파양소송을 제기하는 그 당시부터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면 입양부모가 입양취

소․파양의 소송을 제기한 당시로부터 그 결과가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입양된 아동에 

대하여 입양 취소 청구 또는 파양 청구가 제기된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의

한 아동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입양취소․파양의 소송 절차가 진

행되는 동안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안 제15조) 

나아가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인도시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아 본 개정안을 통해 사전에 모든 입양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입양부모에게 

인도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입양될 부모가 직접 대

한민국을 방문하여 아동을 인계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아동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헤이그협약은 제19조에서 “양국의 중앙국가기관은 아동

의 이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상황 하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양친 또는 양친 

될 자와 동반하여 이루어질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정 주요 내용

1. 아동의 의사표시 절차 보장 

   ▪ 아동의 입양동의 의사표시 기준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개정안 13세로 

하향 조정하여 아동 당사자의 의사표시 기회 확대(안 제6조 제2항)
   ▪ 아동의 입양동의 의사표시는 동의의 효과 및 입양의 법적 효과에 대

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규정 (안 제

6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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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친될 자의 자격 등 입양 요건 강화 (안 5조 제5호)
   ▪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범죄 경력 및 

약물·알코올 전력,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추가

(안 제5조 제1항 제5호)
   ▪ 국외입양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할 허가 신청 서류로 양친될 자가 본

국법에 의하여 양친될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증빙 서류를 추가(안 제

16조 제2호, 제17조 제1항) 
   ▪ 양친될 자의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 신설(안 제5조 3항), 교육 이수 

증빙서류를 법원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규정(안 제7조 제1항 제2호)

3. 입양인의 정보접근권을 ‘권리’로서 보호(안 제22조의 2) 
   ▪ 만 19세 이후 입양인에게 입양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 권한을 

‘권리’로서 보장

   ▪ 정보 접근 대상 서류를 “본인의 입양에 관한 서류 일체”로 규정하

여 입양기관과 입양인 사이의 정보 공개 범위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

을 종결하고자 함.
   ▪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부동의 할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입양관련 서류에 대한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

양인의 알권리와 친생부모의 사생활보호 충돌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해결 

   ▪ 입양인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여 의료적 치료의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친생부모가 부동의 하여도 친생부모의 인적사항까지 포함하여 

정보 공개하도록 함.   
   ▪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입양인 당사자, 친생부모, 입양부모, 입양

인의 형제자매로 규정 

   ▪ 입양인이 정보접근권을 행사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입양기관 종사자

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배제되도록 명시(안 제10조의 7 제2항 

단서, 안 제12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 2(입양인의 정보 접근권)①입양인은 만 19세 이후 중앙입양감독

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입양에 관한 서류 일체를 열람·

등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중앙입양감독원과 입양기관은 입양인이 신청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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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하고 정보를 공개한다. 

         ③ 의료적 필요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입양인의 건강 유지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입양인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양

부모와 아동이 공동으로 중앙입양감독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를 요

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입양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친생부모, 입양부모는 제1항의 청구권을 갖는다.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

우 그를 부모로 둔 입양인의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다. 

         ⑥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제 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입양부모의 동의를 요한다. 다만 입양인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아동의 인도시기 및 방법 명시

   ▪ 양친될 자에게 아동을 인계하는 시기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후로 명시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한 모든 사항을 확인 한 후 아동이 

입양부모에게 인계되도록 하여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
조의 2)

   ▪ 국외 입양 절차에 있어서 양친될 자가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양

자될 아동을 인도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확보하고자 

함 (안 제17조 제4항)

5. 입양 취소․파양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확대(안 제15조 제2호)

6. 입양기관의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서비스 기간 연장(안 제12조의 3): 현행 

6개월-> 1년(국외 입양에 있어서 외국 국적 취득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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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밀 입양 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입양특례법상 이루어진 국내입양에 대하여 10대 국내입양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양건수 1,864건 가운데 입양신고 건수는 총 46건으로 

전체 조사입양건수 1,864건의 2.5% 정도에 불과하여, 입양부모의 97% 이상이 

입양아동을 입양신고가 아닌 ‘친생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현행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절차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가 부여되지 않아 입양신고

를 할 경우 입양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러한 입양

사실의 노출은 친생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부모도 꺼리는 것으로 허위의 출생

신고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

로서 미혼모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비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가 기록되

는 것을 더더욱 원치 않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

터 생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

여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조)고 정하여 아동의 출생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는 바, 현재의 비밀 입양 관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는 한 아무리 입양관련 법제도를 선진적

으로 개선한다 하더라도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입양아동을 양친될 자의 친생자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입양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적용될 수 없으며, 또
한 입양 후 아동의 적응에 대한 사후관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친

자로 비밀 입양을 했다가 양친 사망 후 상속관계로 인해 입양된 자를 상대로 

파양에 준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친생부모에 대한 기록 

등이 파악되지 않아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에도 공백이 발생한다. 

더불어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하에서 개인이 원치 않

는 과다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문제이다. 본 입양특례법 개정안에서는 

동 법에 따른 입양의 효과로서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다. 친양자 입양의 법적 효과로서 입양 이후 친생부모와 입양아동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양자된 자와 친생부모의 관계를 공시할 

필요성은 이후 입양아동의 알권리 및 파양시 친족관계의 복원 등 매우 제한적

6)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 2006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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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로 한정될 것이다.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 입양 

부모와 양자된 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 이외에는 ‘입양’사실이 

공시되지 않도록 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친생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는 입양시킨 비혼 자녀의 기록이 가감 없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남

아있다. 이러한 입양 사실의 공시는 입양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도에도 어긋난다. 또한 비혼모로 하여금 기록 노

출의 우려로 인하여 출산한 아이를 ‘기아’로 출생신고 하거나 아예 출생신

고를 하지 않은 채 입양부모의 친자로 출생 신고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입양 

절차를 선택하도록 제도가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근본적으로 출생에 대한 

편견과 혈연에 편중하는 사회관습이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입양법제도와 

관련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화를 일구어 나갈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만연되어 있는 비밀입양(친생자 신고 방식의 입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법원이 입양허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양될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양기관에 대해 행정

적․형사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불법적인 비밀입양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으리

라 기대한다. 더 나아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출생 사실을 신분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출생 관련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적

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 절차를 밟은 

입양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부여하여 입양가정의 보호 및 입양 사실

의 외부 공개 최소화함으로써 적법절차로의 편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주요 내용

1. 법원에 입양 허가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로서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를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7조 제1항 제1호, 안 제16조 제1호, 안 제17조 

제1항)

2. 입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상태의 아동에 대한 입양절

차 진행 금지(안 제14조 제1항), 위반시 허가 취소의 행정적 제재․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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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 도입 (안 제19
조, 제27조 제1항)

3. 친양자 입양의 효력 부여(안 제8조) 
   ▪입양된 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 

   ▪성과 본은 양친을 따름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소멸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상 ‘입양’ 
사실 비공개(다만 친생부모의 경우 관련 법 개정 이루어져야 함)

Ⅴ. 중앙입양감독원의 설립을 통한 입양제도 선진화

정부는 국내외 입양정보 관리 및 사후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입양인, 입양가족, 입양신청자 등에게 다양한 입양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 

1999년부터 ‘입양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본 입양정보센터

는 설립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입양기관들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 없

어 입양기관들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입양아동 및 입양 대상아동에 

대항 정보 수록이 미비하다는 저적을 받아왔다. 또한 4대 해외 입양기관(홀트, 
대한, 동방, 한국)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함으로써  동 센터

는 국내외 입양정보 및 입양실태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 위상을 세

울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설립 법적 근거의 부존재, 입양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권한의 미비, 조직의 독립적 위상을 저해 받을 수 있는 운영비 충

당 방식에 대하여는 지난 2007년 7월에 이루어진 입양기관 특별감사 결과 이

미 지적된 바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 70~80년대에 

국외로 입양되었던 한국 출신의 입양인 당사자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국을 찾게 됨에 따라 이러한 입양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미흡은 입

양인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었다. 가족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모국을 방문한 입양인 당사자들은 입양기관을 찾아갔으나 아예 본인의 

기록이 손실되었거나, 기록이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당하거나, 기록을 

확인했으나 기록이 왜곡․조작된 현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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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 7. ‘중앙입양

정보원’을 출범했다.(실무 담당자 7인, 연 7억 2천만원 예산) 그리고 그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7월 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실망스러웠다. ‘중앙입양정보원’이 그 전

신인 ‘입양정보센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기 때

문이다. 정부는 중앙입양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 개의 조문을 추가

하였고, 기존의 입양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에 “입양기관의 장은 정보원의 

입양인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DB를 정보원

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조항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중앙입양정보원의 

운영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입양기관이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

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된 것이다. 또한 현재 중

앙입양정보원은 7명의 실무 담당자(기획정보팀3, 교육행정팀 4)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와 같은 인적 물적 구성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입양정보시스템 

구축 및 입양사후관리 전문화, 입양서비스의 체계화”라는 비젼을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한편 헤이그협약은 제 6조에서 “체약국은 본 협약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하나의 중앙국기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국가

기관을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나아가 제 8조에서 “중앙국가기관은 입양에 

관련된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득을 방지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관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공적기관을 통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국가기관의 권한으로서 국내외 입양절차 

전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설

치 운영 중인 ‘중앙입양감독원’은 헤이그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앙국

가기관’의 위상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입양제도와 절차진행에 있어서, 아
동인권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중앙국가기관의 위상으로서 ‘중앙입양감독원’을 설립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동 ‘중앙입양감독원’이 과거 ‘입양정보센터’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입양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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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개정 주요 내용

1. 국가기관에 준하는 위상의 ‘중앙입양감독원’ 설립

   ▪ 설립인가 및 지휘감독 관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시(안 제10
조의 2 제3항, 안 제10조의 8)

   ▪ 이사장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지정(10조 4항)
   ▪ 정부가 운영 재원을 출연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 4 )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의한 예결산 승인(안 제10조의 5)

2. 중앙입양감독원을 통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 효과 도모 및 실행 감독

   ▪ 중앙입양감독원의 권한 사항으로 ‘아동 및 입양 관련 가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명시 (안 제10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 
   ▪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중앙입양감독원에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12조 제5항), 위반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제재 조치 규정

(안 제27조 제2항 제3호)
   ▪ 중앙입양감독원을 통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 효과 도모 및 실행 감독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 된 아동에 대하여 국내에서 입양가능

한 부모를 찾기 위하여 우선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 기관의 노

력만으로 국내 입양 가능 부모를 찾지 못했을 경우 중앙입양감독원

을 통하여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조를 통하여 국내 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은 이상과 같은 노력을 다 하였을 경우

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안 제12조의 2)
      - 위반시 형사 제재 조치 규정(안 제27조 제2항 제3호)
 
3. 입양기관의 입양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부여

   ▪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 업무로 명시하고 그 권한은 입

양기관의 본 관리감독 청인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 안 제10조
의 6, 제25조) , 위반시 허가 취소 등 행정적 제재 마련(안 제1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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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오 제3호)
   ▪ 입양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

10조의 6 제2항)
   ▪ 입양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입양감

독원의 협조에 응하도록 의무(안 제10조의 6 제3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입양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조

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10조의 6 제4항) 

4. 중앙입양감독원 구성시 입양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 이사회 구성시 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 입양기관 등 입양 관련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 3 제3항)
   ▪ 직원 구성시 입양인과 입양가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안 제10조의 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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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s on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Relating to Adoption Promotion and 
Procedure

 
SO Ra Mi

Gonggam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I.  A paradigm shift in adoption policies 
 
◊ Purpose 
 
The current Special Act Relating to Adoption Promotion and Procedure (hereinafter 
“Special Adoption Act”) is based on the Special Act on Adoption of Orphans enacted 
in 1969. The law was revised into the Special Adoption Act in 1976 and revised again 
into what it is now in 1995 under the current title.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orphans and children required to be protected has increased, however, the state 
welfare system wasn’t enough to provide appropriate protection to them. 
 
Under this circumstance, the best child welfare policy for children needed to be 
protected was international adoptions, and the Special Act on Adoption of Orphans, 
which simplified the procedure and condition of international adoptions became the 
framework for the current adoption laws. Therefore,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prescribes the eligibility of a child for adoption as 1) a child who is separated from the 
guardian or is in institutional care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person liable 
for the child’s support, 2) a child in institutional care because his/her parents are 
deprived of parental rights by court, and 3) a child whose parents or guardian 
consented to adoption and requested the child’s protection to an adoption agency. The 
law considers adoption as the best way for the children required to be protected. 
Therefore, adoption is, as seen in the title of the law, something that should be 
“promoted.” 
 
Currently, more than 90 % of adopted children are the children of unwed mothers and 
the rest of them are mostly from low-income families and broken families. As of 
December 2008, out of 1,306 domestically adopted children, 1,056 came from unwed 
mothers, 97 from low-income families, 34 from broken families and 86 from care 
institutions. During the same period, out of 1,250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1,114 
were from unwed mothers, 126 from broken families, and 10 from the poorest or the 
hungriest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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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originated from the Special Act on 
Adoption of Orphans that simplified adoption procedure of orphans, cannot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deal with current issues such as adoption of the children of single 
mother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where more than 90 percent of adopted children are 
from unwed mother’s families and we have more social and economic wealth available 
for more diverse child welfare policies than in the 1960s, we need a paradigm shift in 
the adoption law.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states that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Article 7), and that inter-county adoption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child’s care, if the child cannot be placed in a 
foster or an adoptive family or cannot in any suitable manner be cared for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In other words, the convention affirms that the children have 
the right to be cared for by their birth parents and international adoption is the last 
resort that can be relied on only when the children’s country of origin runs out of 
means to protect the children.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hereinafter the “Hague Convention”) also provides the same principle. 
 
The current adoption law and adoption policies are centered around adoption of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including orphans while defining adoption as the best way 
for the children and promoting adoption by simplifying related procedure. The revision 
proposals on the current adoption law intend to strengthen state monitoring and 
supervision on whether adoption procedure is carried out with a focus on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general children” and make the law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nciple that the best protection for the children is to be 
cared for within their birth family and country of origin. 
 

l  Main points of revision
 

1.  Delete “promotion” from the title of the act and rename it as the “Special Act 
on Adoption Procedure.”

2.  Extend the subject to the law from “children required to be protected” to 
“children who can hardly be protected in birth family” and “any person whose 
parents cannot support him/her due to economic distress, social discrimination 
caused by the type of family, parent’s country of origin, ethnicity, and other 
inevitable reasons” to make the children from unwed mother’s family,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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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nd low-income family eligible for adoption in case their parents give up 
supporting them and request adoption. (Article 2-2, Article 4-5)

3.  Birth parents shall be informed about state support for childrearing and legal 
effect of adoption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any delegated authority 
before they consent to adoption (Article 6-4-3)

4.  Ensure a period for deciding on adoption for parents 
-  The expression of consent to adoption shall be made after 30 days of 

childbirth (Article 6-4-1)
-  Document proving the birth mother consented to adoption after childbirth shall 

be submitted together with an adoption request to the court (Airticle 7-1-3)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shall provide appropriate support for the 

health of the child and the protection of the mother during the consideration 
period for adoption. 

5.  Consider domestic adoption as the first option 
-  Adoption agencies shall exert efforts to search for adoptive parents within the 

country. In case that domestic adoption could not be arranged by the agencies, 
the agency shall report to the Central Adoption Support Agency so that 
domestic adoption can be continuously pursued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In case that domestic adoption is impossible after all the 
efforts, international adoption may be considered. (Article 12-2)

-  Documents proving that such efforts for domestic adoption were made shall be 
submitted together with a request for international adoption to the court. 

 
II.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 through court intervention 

 
◊ Purpose 
Under the current civil laws, an adoption is established with agreement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birth parents and adoptive parents) and report of the fact to the 
court. As the procedure is so simple, there’s hardly a chance to figure out the 
prospective parent’s capability, motivation for adoption, home circumstances, and how 
the adoption will affect the future of the adopted child. Against this backdrop, there’s 
always a possibility that the adoption system is abused as seen in the case where a 
person adopted a child only on paper to get a higher chance to be qualified for 
buying a new apartment and a person tried to buy a baby on the Internet. It can lead 
to overall moral hazard in our society. In addition, there’s no measure to prevent those 
who adopt a child for exploitative purposes. For that matter, the government should 
rightly be blamed for neglecting its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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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court obliges the couples filed for divorce to have some cool-down 
period before making the final decision and to submit a child custody agreement. 
However, the fact that adoption, which directly affects the welfare and future of a child, 
is only up to the agreement between birth parents and adoptive parents is not in the 
same spirit with current family laws. 
 
The Article 16 of the current adoption law provides that if a foreigner desires to adopt 
a child in 
Korea,s/heshallapplytothefamilycourttogetanapproval.However,thenextarticlestatesthatincase
ofinternationaladoptioninaforeigncountry,theadoptionisestablishedwiththepermissionoftheMini
sterofHealthandWelfareontheemigrationoftheprospectiveadoptee.Eventhepermissionprocedu
reoftheMinistryofHealthandWelfareiscarriedouttomakeapassportfortheprospectiveadopteeafte
ralladoptionprocessesarecompleted.TheUNCommitteeonRightsofChildalsoadvisedthattheper
missionprocedureinKoreaistoooftennomorethanaformality.Therefore,thereisaneedtorevisethel
awsothatadoptioniscarriedoutunderthesupervisionofacompetentauthoritytoensurethechild’sbe
stinterestsandfairnessinadoptionprocedure.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ovides that State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Article 21). The Hague Convention also 
states that only accredited adoption service providers may offer international adoption 
services, recognizes inter-country adoption as a means of offering the advantage of a 
permanent home to a child, and requires that countries who are party to the 
Convention to establish a Central Authority to be the authoritative source of information 
and point of contact in that country. Therefore, the revision proposal intends to adopt 
a system of court approval for adoption procedure of a child who can hardly be 
protected in his/her original family and ensure the child’s welfare and best interests to 
be the first priority throughout the adoption process. 
 

l  Main points of revision
 

1.  Court permission to effectu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ion 
- Domestic adoption shall be effectuated upon the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For 
that matter, prospective parents shall submit 1) birth certificate of a child to be 
adopted, 2) document proving the qualifications of prospective parents, 3)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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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g that consent to adoption was made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Article 
6, and 4) other documents requir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for the welfare of a child to be adopted (Article 7)
 
- In case of inter-country adoption, prospective parents or adoption agency shall 
apply for an adoption approval by submitting 1) birth certificate of a child to be 
adopted, 2) document proving that prospective parents are duly qualified for adoption 
under the laws of their country of origin, 3) document proving that consent to 
adoption was made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Article 6, 4) document proving 
that there was a public notice to confirm persons liable for support of the 
prospective adoptee, 5) document proving that there were efforts for domestic 
adoption, and 6) document of permission from competent state agency or accredited 
organization of the country of prospective parents that the prospective adoptee will 
be provided with permanent resident status or allowed for naturalization. 

 
III.               Improvement of adoption procedure with a first priority on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 Purpose 
 
Adoption should take place in a way to respect the rights and ensure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To make it possible, child’s right to make a decision of his/her 
own adoption, and to participate in adoption procedure should be guaranteed. In this 
context, it is a legitimate question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llow only persons over 
15 years old to express their agreement to adoption. Considering the pace of child’s 
development, a child reaching 13 years old also should be allowed for expressing 
his/her opinion on adoption. 
 
In addition, children have the right to know about their birth family and the reasons of 
their adoption to develop a sound identity. However, the current adoption law violates 
their right to know by denying their access to their adoption record in accordance with 
a provision to protect the privacy of birth parents and prohibit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tates that a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Article 7). Therefore, current adoption law should be improved to harmonize 
the adoptee’s right to know and the parent’s right for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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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ception on adoption of prospective parents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they 
play an important as well as direct role in adoption process. In many cases, however, 
children are abandoned by their birth parents and struggle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ir adoptive parents. In this situation, if a perception that adoptive parents are those 
who provide “charity care” to their adopted children is wide spread, adoptive parents 
might well believe that they have the right to “choose” a child who deserves their 
care. The adoptive parents having this belief becomes like a “consumer” and children 
delivering “value for money “ will get a higher chance to be adopted. The adoptive 
parents may want to adopt the best child who can meet their expectations of an ideal 
child. However, the adoptive parents who don’t have understanding about special 
issues and desires of their adopted child inevitably face a lot of unexpected 
challenges. For instance, they might have high expectations that the adopted child will 
be perfectly integrated into their family or the child will meet every expectation they 
have toward him/her. The wrong expectations are highly likely to lead to disruption of 
the adop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to be adopted, it is 
essential to provide prospective parents with proper and appropriate education about 
adoption in advance. 
 

l  Main points of revision
 

1.  Put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on top priority in adoption process (Article 3-3)
2.  Ensure the children’s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 and respect their decision

-  Lower the legal age to express their opinion on adoption from 15 to 13 
(Article 6-2)

-  Children’s expression of consent to adoption shall be valid after they get 
enough explanation about legal implications about adoption and their consent to 
it (Article 6-4-2)

3.  Enhance the qualifications for adoptive parents (Article 5-5)
-  Check the record of adoptive parents about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drug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oundness (Article 5-1-5)
-  In case of international adoption, require a document proving that prospective 

parents are qualified for adoptive parents under the applicable laws in their 
country of origin (Article 16-2, 17-1)

-  Oblige prospective parents to receive proper education on adoption in advance 
(Article 5-2)

4.  Ensure the right for access to information of adoptees 
-  Guarantee the right for adoptees over 19 years old to request to read or copy 

their adoption document (Article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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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ion documents available for reading or copying include all documents 
related to the applicant’s adoption 

-  Check birth parent’s will to consent to information disclosure and if they are 
not agreed with it, information excluding personal information of the birth 
parents shall be available for disclosure to the adoptee. 

-  In case an adoptee exercises his/her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workers at 
adoption agencies shall exempt from confidentiality regulations. (article 
10-7-2,Article12-3)

5. Placement of a child
-  The time of placement of an adopted child shall be decided after the family 

court’s approval on the adoption. In case of international adoption, prospective 
parents shall travel to 
Koreatobringtheirprospectivechildtotheircountryinordertoensurethechild’ssafetyandwe
lfare(Article7-2,Article17-4)

6.  Protection of a child in case of dissolution or disruption of adoption 
- In case there is dissolution or disruption of adoption and the adoptive parents 
request protection of the child to an adoption agency, it shall be reported to the 
Mayor or Governor so that all protective measures (counseling, foster care by 
relatives or foster family, moving to a child protection agency) can be carried out 
immediately. The current law prescribes that the protective measures can be taken 
only after the dissolution or disruption of adoption is finalized.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provide preventive counseling services or assistance to the parents or 
child before the dissolution or disruption of adoption is finalized, which means that 
the child might not be protected properly for a certain period before the final 
decision. (Article 15)

 
IV.         Proactive measures to improve closed adoption practices

 
◊ Purpose 
 
According to statistics about domestic adoptions acquired by the 10 largest domestic 
adoption agencies, only 46 out of 1,864 adoptions or a mere 2.5 % were officially 
reported. It means that more than 97% of adoptive parents register adopted child as 
their birth child. The current adoption procedure doesn’t have the same effect as full 
adoption. Therefore, when an adoption is reported, the fact is showed on family 
registry. It is something both birth parents and adoptive parents don’t want, so, 
adoptive parents register their adopted child as their birth child. Furthermore, more 
than 90% of adopted children are from unwed mothers, who are very reluct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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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ly register their out-of-wedlock child on their family registry. Therefore, they just 
report the birth of the child and put him/her up for adoption without registering him/her 
as their birth child. 
 
As long as this illegal practice persists, no improvement in adoption system will 
advance the welfare of adopted children. If an adopted child is registered as a birth 
child of prospective parents, the child and adoptive parents will not be subject to 
adoption regulations such as parent’s eligibility or adoption procedure as well as 
post-placement supervision. Moreover, in case of a lawsuit to confirm there’s not blood 
ties between the child and parents, which is a de facto disruption of adoption and can 
be filed due to inheritance issues after the death of adoptive parents,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records of the birth parents of the adopted child and it can lead to a 
vacuum in the protection of the child.
 
In addition, the family register system governed by the Supreme Court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excessiv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vision proposal 
intends to make adoptions proceeded in compliance with the current law have the 
same effect as full adoption. In this case, the family relationship between birth parents 
and adopted child is terminated. Then, the need to leave an official recor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rth parents and adopted child will be limited to the cases 
such as adoptee’s request for his/her adoption record or recovery of family relationship 
after adoption disruption. Also, under the current law, the fact of adoption is not shown 
on the family registry of adoptive parents or anywhere else excluding on the certificate 
of full adoption. However, the record of out-of-wedlock child is left on the family 
registry of either the birth father or mother. It is not in the spirit of full adoption 
certificate system and the illegal practice of registering a child as an abandoned child 
(by birth parents) or as a birth child (by adoptive parents) will never disappear. More 
fundamentally, social prejudice against adoption and obsession with blood relations 
should be improved. In this context, improving the current adoption system will be a 
meaningful step forward. To make it happen, this proposal on the revision of the 
current adoption law intends to stop illegal adoptions by strengthening punishment 
against secret adoption, ensuring a child’s birth certificate to be included in adoption 
documents. Furthermore, it can be considered to oblige hospitals to report birth of 
children to competent government organizations so that the government can manage 
birth information more systematically. Also, ensuring of full adoption for legally 
proceeded adoptions will encourage people to comply with the law. 
 

l  Main points of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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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lude the birth certificate of a child in adoption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Article 7-1-1, 16-1, 17-1)
2.  The head of an adoption agency should not proceed with the adoption of a 

child whose birth is not reported. (Article 14-1)
3.  Full adoption (Article 8)

-  A child adopted in compliance with the law is considered as a child born in 
the marriage of adoptive parents. Therefore, the child is given the surname and 
family origin of his/her adoptive parents while his/her relationship with birth 
parents is terminated. Also, the fact of adoption is not recorded on the 
adoptive parent’s family registry to prevent unwanted disclosure of the fact of 
adoption. 

 
V.                Central Adoption Support Agency 

 
l  Main points of revision

 
1.  Establish the Central Adoption Support Agency as a state organization 

-  Appoint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Family Affairs as the agency’s 
authorizer and supervisor (Article 10-2-3,10-8)

-  The head of the agency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Article 10-4)

-  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resource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agency (Article 10-4)

-  The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agency shall b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Family Affairs. 

2.  Promote domestic adoption by the agency 
-  Build database of adopted children and families related to the adoption (Article 

10-2-1,10-2-3)
-  The heads of adoption agencies shall provide adopted children and their 

family with information to the central agency for the sake of efficiency in 
adoption procedures and collaboration between adoption agencies. (article 12-5)

-  The heads of adoption agencies should make efforts to find a suitable family 
for a child in the country. In case that the agency could not find a suitable 
family in the country, the agency shall request the central agency to shar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to make further efforts for domestic adoption. After 
the agency runs out of all options for domestic adoption, international adoption 
can be considered. (Articl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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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itor and supervise the works of adoption agencies
-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Family Affairs, Mayors or Governors can 

delegate the central agency for monitoring and supervision of adoption 
agencies. (Article 10-2-1-1,Article10-6,Article25)

5.  Oblige adoption agencies and competent government organizations to offer 
assistance to the agency upon requests
-  In case where the agencies or organizations refuse to offer assistance, 

corrective measures can be undertaken by the instructions of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Family Affairs. 

 
VI.                            Others

 
1.  Comparison of current civil laws on adoption with the revision proposals

-  Provisions on general adoption in civil laws
l  Subject: In case where a prospective adoptee is over 18 years old, s/he is 

considered to have enough capability to protect his/her own rights. Therefore, 
adoption can be established upon mutual consultations between interested parties 
because there’s no need for intervention of the third party for the protection of 
the prospective adoptee’s welfare and rights. 

l  Procedure: Adoption can be established by mutual agreement. No conditions for 
the eligibility of the prospective parents

l  Effect: The adoptee is given the surname and family origin of adoptive parents, 
the relationship with birth parents is maintained. 

 
 

-  Provisions on full adoption in civil laws
l  Subject: Adoption of minors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interested parties, 

adoption of a child from previous marriage 
l  Procedure: Approval of the court
l  Effect: The adoptee is given the surname and family origin of adoptive parents, 

the relationship with birth parents is terminated, confidentiality of adoption is 
provided. 

 
-  Revision proposals

l  Subject: Adoption of minors (under 18 years old), children required to be 
protected (not only the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but also those who cannot be 
protected in their original family), adoption conducted by adoption agencies

l  Procedure: Enhance the eligibility of prospective parents, consideration period, 

- 54 -

pre-adoption counseling, education and the welfare of adoptees by improvement 
of court approval procedure

l  Effect: the same as full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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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Ⅰ. 민법 상 입양제도와 입양특례법 개정안의 입양제도의 차이점  

○ 민법상 일반 입양

1. 대상: 입양될 자가 성인인 경우 규율, 만 18세 이상의 경우, 입양될 자 스

스로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제3자
의 개입에 의한 아동복리 고려 필요성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입양절차 허용

2. 절차: 당사자간 협의 만으로 가능, 양친될 자에 대한 요건 규정 전무

3. 효력: 성, 본을 친생부모의 것으로 사용,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 민법상 친양자 입양

1. 대상: 사인간 협의에 의한 미성년 자에 대한 입양, 재혼가정에서 일방 배

우자의 전혼 자녀 입양

2. 절차: 법원의 허가

3. 효력: 양부모의 성과 본 사용, 친생부모와 관계 단절, 친양자관계증명서에 

의해 비밀 보호

○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의한 입양

1. 대상: 미성년 아동 입양 전반(만 18세 미만) 규율, 요보호 아동 개념의 확

대(시설이나 기관에 보호의뢰된 자뿐만 아니라 원가정 보호가 어려

운 아동까지 포괄),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규율

2. 절차: 양친될 자의 규정, 입양숙려제 및 사전 상담 및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한 입양요건 강화, 법원의 인가절차를 통해 입양 아동의 복리 최

우선적 고려

3. 효력: 친양자 입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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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개정안에 의한 입양 요건 및 절차 개요 

    (밑줄 부분은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

○ 국내입양 

1. 양자될 자격(제4조) 
   - 요보호아동 +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빈곤가정, 미혼모 자녀 

포함)

2. 양친될 자격(제5조)
   - ①재산 ②종교자유 ③정신적․신체적 현저한 장애 ④폭력전력 및 알콜․

약물 전력 ⑤사전 교육 이수

3. 입양동의(제6조) 
   - ① 입양동의권자의 동의 ②13세 이상 아동의 동의 ③후견인 동의

   - 입양동의의 유효요건(제6조 제4항): ① 출산 후 30일 이후 친모 동의 

②아동이 입양동의시 사전 설명 ③친생부모가 입양동의시 양유 관련 

사전 정보 제공 ④금전지급대가금지 

4. 가정법원에서 1, 2, 3, 요건 구비 여부 심사 입양 허가 결정(제7조)

5. 가족관계등록부 상 입양신고

6. 아동의 인도 시기 및 방법(제7조의 2):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7. 입양의 효과(제8조): 친양자 입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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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입양 (국내에서의 국외입양과 국외에서의 국외입양 동일)

1. 국내입양 우선 추진 조치(제12조의 2): ①입양기관 내 노력-> ②중앙입양

감독원을 통한 협조-> ③중앙입양감독원의 증빙 서류 발급

2. 가정법원의 허가(제17조)
   ① 입양될 자의 출생신고 증빙서류 및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② 양친될 자가 본국법에 의하여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③ 입양의 동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서류(제6조 4항, 국내 입양과 

동일)
   ④ 양자로 될 자의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를 확

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양친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될 아동이 영주허가 또는 귀화허가

를 부여받을 것이라는 국가기관의 확인 서류

3. 국외 입양금지

   ① 미아

   ②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권한있는 입양기관

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

가인 경우

4. 아동의 인도(제17조 4항):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직접 인계

5. 입양의 효과(제8조): 친양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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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개정안 비고

법명칭: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 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명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입양 절차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 개념 
도입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2조 

1. ‘아동’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경제적 곤궁,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을 포기한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현행

*아동의 연령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 
등과 통일성을 
기함: 19세로 조정

*2호 개정

-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

요보호아동+입양의
사 표시된 아동

제3조(책임)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

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

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

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

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

원을 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

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현행

② 현행

③ 삭제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

다.

1. 현행

2. 현행

3. 현행

4. 현행

5. 현행

6. 입양에 대한 교육

7. 삭제

8.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제 3조 제4항 개

정

*국제협약준수의무 

신설(5항)

Ⅲ. 현행 입양특례법과 개정안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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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 및 가족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

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입양 모범사례 발굴

8.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

하는 필요한 사항

필요한 사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요

건 및 절차, 효력 등 관련 규정을 ‘유엔

아동권리 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의 기

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입양의 날) 

①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

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

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날 취지에 적

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현행>

제3조의 3(입양의 원칙)

본 법에 의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

우선 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신설>

제2장 입양의 요건

제4조 (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

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9·7]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

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

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

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

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

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

제2장 입양의 요건

제4조 (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

자가 될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아동이어야 한다.

1. 현행

2. 현행

3. 현행

4. 현행

5. 경제적 곤궁, 가족형태․부모의 출신

국적․인종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직접 양육을 

포기한 자. 

*1호~4호 현행

*5호 신설: 아동 입

양의 대다수가 미

혼모 가정, 조손가

정, 빈곤가정 출신

인 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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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시행일 2000·10·1]]

제5조 (양친될 자격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친될 자격 등)

① 현행

1. 현행

2. 현행

3. 현행

4. 현행

5. 양친이 될 자의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범죄 경력 및 약물·알코올 전력,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양친은 양자를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될 자는 입양의 성립 이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양친될 자격 요건 
강화

- 5호 학대 및 
폭력 사유 구체적 
추가

- 2항 수정: “천한 
직업” 삭제

- 교육이수 의무화 
신설(안 3항)

제6조(입양의 동의) 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15세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입양의 동의)  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13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현행

④ 입양 동의권자의 의사표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유효하다.

1. 친모의 입양동의 의사표시는 출산 후 
30일이 지난 후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동의 입양동의가 필요한 경우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동의의 효과 및 입양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을 받아야 한다.  

* 1항 단서 삭제

* 2항 수정: 
아동의사표시 연령 
13세로 하향조정

* 4항 신설: 
입양동의 유효요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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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생부모는 입양동의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원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정보 
및  입양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받아야한다. 

4. 입양 동의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⑤ 현행 4항

현행법 개정안 비고

제4장 입양절차

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입양절차

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이 법에 
의한 입양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입양될 자의 출생신고 증빙서류 및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2. 제5조 규정에 따라 양친 될 자가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양의 동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는 -현행-

제7조의 2 (아동의 인도)

입양기관 또는 친생부모는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될 
자에게 인도한다. 

제7조의 3(아동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3규정에 따라 
아동이 입양가정에 인도될 때까지  
아동의 건강한 양육 및 친모의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양육비,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한다.

*제7조 신설-

법원의 허가 도입

* 법원에 입양허가 
청구시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를 
적 시 함 으 로 써 
무적아동의 입양에 
제한(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의 2 신설: 

* 제7조의 3 신설: 

*제 7조 1항의 
서류에 대한 
조 사 확 인 기 관 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제8조(양자) 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제8조(입양의 효과) *법원의 개입이 
보장되므로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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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가 본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입양은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7조에 의한 법원의 허가결정 및 
제16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법원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 효과 
인정-> 입양가정의 
보호

*현행 제2항 삭제

* 친 모 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입양된 자녀  
공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 제도 
정비 필요

제9조(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표시를 한 때

제9조 <현행>

제4장 입양기관

제10조 (입양기관) ①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 회 복 지 법 인 으 로 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08.2.29>

⑤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제4장 중앙입양감독원 및 입양기관

제10조 (입양기관) 현행 



- 63 -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1999.1.21, 2008.2.29>

제11조 삭제 <1999.1.21>

제10조의 2 (중앙입양감독원의 설립)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도모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입양감독원을 설치한다.

1. 입양기관의 입양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2.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관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3. 입양대상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4. 국내외 입양 민원 조정 및 종합 상담 

5.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6. 입양 관련 프로그램의 조정 및 평가

7.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8.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중앙입양감독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등기함으로서 성립한다. 

③ 중앙입양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10조의 3(임직원)

①중앙입양감독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중앙입양감독원 이사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하며, 이사회 구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 입양기관 
등 입양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중앙입양감독원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직원 구성은   입양인과 
입양가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구체적인 자질과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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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 4(운영재원)

① 정부는 중앙입양감독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독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②중앙입양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의 5(예산 및 결산)

①중앙입양감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중앙입양감독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견살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6(중앙입양감독원의 권한)

①중앙입양감독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

로부터 제18조 제1항의 권한을 위임 받

아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입양기

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

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입양감독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 등 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입양감독원의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앙입양감독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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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은  
중앙입양감독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게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의 7(개인정보보호)

①중앙입양감독원장 및 종사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②중앙입양감독원원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 8(중앙입양감독원의 지도감독)

①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은 
중앙입양감독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은 
중앙입양감독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원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의 9(민법의 준용) 
중앙입양감독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 10(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입양감독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 (입양기관의 의무)

 ①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제12조 (입양기관의 의무)

① 현행

②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조사하여 
가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제3항 
단서 추가: 
입 양 인 의 
정보접근권 보호를 
위해 입양기관 
종 사 자 의 
비밀유지의무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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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 양 성 립 후 에 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⑤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⑥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한 입양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중앙입양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입양감독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의2(국내입양선행조치)

①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에 
대하여 우선 국내에서 입양가능한 
부모를 찾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입양기관의 장은 자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양 가능한 부모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입양감독원에 
보고하여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조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입양기관은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양 가능한 부모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의 3(사후서비스 제공 의무)

①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 후 
1년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입양아동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적취득시까지로 한다.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기관에서의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해당국가의 국가기관이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기관을 통해 제1항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중앙입양기구의 
입양 정보 구축 
근거 규정 
신설(제12조 4,5항) 

* 본 법 개정 
이전의 입양정보를 
중앙입양감독원에
게 제공하도록 
경과조치 등 필요

* 제12조의 2 신설- 
국내입양선행조치
의 실질화를 위해 
중앙입양감독원을 
통한 입양기관간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 가능하도록 
함

*제12조의 3

- 제1항: 현행 12조 
5항 기간 연장 및 
시행령 규정의 
법문화

- 제2항 신설: 국외 
입양아의 적응 
모니터링 의무화

- 제3항: 현행 
제12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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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12조 6항 동일)

제13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된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제13조(입양기관의 후견직무) 현행

제14조(가족관계등록창설)입양기관
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①입양기관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 

②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 된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거처야 한다.   

* 비밀입양 관행 
저지를 위해 
제14조 제1항 신설

* 위반시 행정적 
형 사 적 
제재신설 (제 1 9조 
제1항 3호, 제27조 
제1항 2호)

제15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자등의 
보호)①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뢰된 자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2. 이 법에 의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등의 
보호) ① 현행

1. 현행

2. 이 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하여 
입양 취소 청구 또는 파양 청구가 
제기된 경우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

② 현행

*제15조 제1항 
제2호:  보호 범위 
확대

제16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2항 각호의 서류

제16조 <삭제>

* 국내에서의 
국 외 입 양 절 차 와 
국 외 에 서 의 
입양절차의 요건과 
절차 제17조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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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제1호, 
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국외이주에 관한 
허가(이하 "국외이주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1997.12.13, 2008.2.29>

②양자로 될 자가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7.5.17,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17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양자로 될 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④ 입양기관 또는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대한민국에서 양친될 자에게 입양될 
아동을 인도한다.  

* 국외입양시에도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정비

*제17조 제2항 
수정 

*제 17조  제4항 
신설: 외국인 
양부모가 한국에 
방문하여 아동을 
인계받도록 규정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

18조(지도·감독)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입양감독원에 
18조에 기한 
권한을 위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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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

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

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

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

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

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

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

문개정 99·1·21]

있다.(제25조 2항, 
3항)

*중앙입양감독원은 
제25조 제2항 및 
제18조에 의해 
위 임 받 은 
권 한 으 로 
입 양 기 관 을 
감독한다 . (제10조
의 6)

제19조 (허가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

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

법)]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

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

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

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97·12·13 법5454, 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

제19조(허가의 취소)① 현행

1. 현행

2. 현행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6 제1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현행과 동일-

4. 현행

5.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생신고 되지 아니한 상태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거나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한 때

② 현행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제10조의 
6 제1항 위반 
추가

*제19조 제1항 
제5호 신설

제20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제20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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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

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제1항의 입양알선에 실

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01]]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 시

책

제21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

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시책

제21조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현행

제22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

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

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

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복지서비스) 현행

제22조의 2(입양인의 정보 
접근권)①입양인은 만 19세 이후 
중앙입양감독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입양에 관한 
서류 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중앙입양감독원과 입양기관은 입양인이 
신청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하고 
정보를 공개한다. 

③의료적 필요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입양인의 건강 유지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입양인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양부모와 아동이 공동으로 
중앙입양감독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입양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친생부모, 입양부모는 제1항의 
청구권을 갖는다. 친생부모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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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를 부모로 둔 입양인의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다. 

⑥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제 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입양부모의 동의를 요한다. 다만 
입양인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

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수당 · 의료

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5] 

[[시행일 2004.9.6]]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

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

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9·7] [[시행일 

2000·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

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

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1]

제23조(양육보조금) 현행

제6장 보칙 

제24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2008.2.29 제8852

호(정부조직법)]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

제6장 보칙

제24조(청문) 현행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앙입양감독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중앙입양감독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중앙입양감독원은 제1항과 2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제2항, 
3항 신설: 
중앙입양감독원의 
권한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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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

법)]

제26조 (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

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민법과의 관계) 현행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1]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출생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의 
입양을 알선한 자

3.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아동을 인계․인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신고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2. 제 12조 제3항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12조 제5항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중앙입양감독원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 2 규정에 반하여 
국내입양선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국외입양을 진행한 자 

* 제27조 제1항 
제2, 3호 신설

* 제27조 제2항 
제3호 신설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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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형 숙(맘마미아(비혼모NGO) 대표)

저는 현재 다섯 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양육모입니다. 이 자리에 

엄마들을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미스맘마미아라는 미

혼 양육모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엄마들이모여 엄마들과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 당사자 조직을 

만들고자 준비 중입니다. 저는 미혼모로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입양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의 어려움 그리고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정부나 입

양기관에서 엄마들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정보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 먼저 입양기관에서 출산 전부터 입양동의서 친권포기서를 받는 일은 없

어야합니다.
 미혼으로 임신했을 경우 가족 친구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

하고 안정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또 아이의 장래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양기관의 상담은 양육에 대한 정보는 제외된 채 입양

만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입양되는 아이들의90%가 신생아라고 합니다. 요보호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입양을 알선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최초의 상담은 입양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기

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충분한 상

담과 이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출산 후 입양기관에 보냈다 6일 만에 데려왔습니다. 입양기관

에 보내고 다음날 연락을 했더니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휴가 후에 상담을 받

으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이와 떨어져있었던 그 시간이 지금도 죄책감이 

든답니다. 어떤 엄마는 미성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받거

나 “사생아”를 언급하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지만, 입양을 원치 않을 때 양육이 가능

한 서비스나 시설로 연결해주는 상담이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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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들이 파양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혼의 양육모 입장에서 파양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부분이지만, 고

심 끝에 입양을 보낸 아이가 입양가족의 결정으로 파양이 된다면 마음이 많이 

아프답니다. 그러므로 입양을 결정할 때 파양결정을 하는 과정도 신중하게 이

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선택입니다. 우
선 가족과 사회에서부터 단절되어 오로지 아이와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야합니

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와 생활하며 아이들이 엄마와 사는 것이 가장 중

요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은 엄마 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

게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미혼의 엄마로

서 입양을 보낸 후 평생을 가슴아파하며 살아가고, 또 입양되어서 자신의 정체

성으로 혼란을 겪는 입양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혼모들이 입양을 결정하지 않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생활비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대
부분의 엄마들이 출산 후 두 달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아이와 엄마가 안정을 찾고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비

지원은 절실합니다. 주거문제나 의료보험 혜택 등 앞으로 정부에서 양육모를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저희 또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미

혼모 당사자조직을 활성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엄마들이 입양이 아닌 양육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행복

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발전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

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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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입양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법학박사)  양정자 

Ⅰ. 머리말 

    양자제도는 親子關係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의제 하는 것이다. 

양자제도는 인류의 제도로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종래 학자는 양자의 

발생은 고대에 있어서 가부장제가족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나, 근래에 있어서 민족학자, 인류학자의 연구는 미개사회에 있어서의 

양자의 관행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그 기원은 그보다 오랜 것으로 상상된다. 

학자들은 양자제도의 변천을 [가를 위한], [어버이를 위한], [자를 위한]양자로서 

그 진화과정을 개괄하고 있다   

    현대양자법의 경향은 입양의 성립요건과 효과라는 두가지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립요건에 대해서 보면 이른바 계약형 양자법에서 선고(허가)형 양자법

으로 변하고 있다. 선고형 양자법에서는 입양은 양친과 양자사이에 사적인 계약 

신분상의 계약이 아니며, 국가기관의 선고(허가)에 의하여 성립한다. 국가기관이 

입양에 관여하는 이유는 적절한 감독을 통하여 양자의 복리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외국에서 미성년양자는 대부분 선고(허가)형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친양자는 법원

의 선고(허가)에 의해서 성립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입양특례법과 민법상

의 보통입양은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입양, 파

양시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개입하고 감독할 여지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양자의 복리를 위해 유엔 권고사항 중 아동권리협약 가입당시 유

보한 조항 중 입양에 관한 (협약 제21조(a)) 조항과 국내 입양법 사이에 상충되는 

점을 살펴 우리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맞는 입양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다소라

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입양 관련국내법

한국의 입양에 관련된 법은 헌법, 민법, 형법, 가족관계등록법, 아동복지법,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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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 민법은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부양의 권리의무(제913조), 아동양육 능력이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부모에 대한 법원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제924조), 

입양 능력(제866조), 입양의 동의(제870조),미성년자 입양의 동의(제871조), 15세 미

만자의 입양의 승낙으로 아동을 대신하여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입양승락

(제869조),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한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제872조) 및 협의

상 파양(제898조-제908조)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89조는 국외 이송을 위한 아

동의 약취, 유인 및 매매죄를 언급하고 있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은 제1장 총칙 제3조에서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하며 가정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다른 가정을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고, 모든 국민이 입양아동의 건전양육에 협

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입양의 요건(제4조-제6조)을, 제3장은 입양의 

절차(제7조-제9조), 제4장은 입양기관(제10조-제20조), 제5장은 입양아동에 대한 복

지시책(제21조-제23조), 제6장은 보칙(제24조-제26조), 제 7장은 벌칙으로 되어 있

다.

 국제입양과 관련하여 입양특례법의 주요내용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

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제12조),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

자로 될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6조), 

외국인으로부터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

한 허가 신청하여야 하고,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ⅰ)양자가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ⅱ)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

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지 않은 경우, 그리고 ⅲ)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

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

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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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제

17조).

Ⅲ.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입양법의 상충

 1. 친생부모를 알 권리(협약 제7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에게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 즉 자신의 혈통을 알 권

리(Recht auf Kenntnis der eigenen Abstammung)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우리 법상으로는 우선 자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된

다. 우리 민법은 자녀가 친생추정(제844조)을 받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

하여만 이를 깨뜨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는 당사자는 父로 추정되는 母의 夫와 母인 妻에 국한된 뿐 자녀 자신은 제소권

자가 아니다. 이는 자녀의 혈통을 알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개선되어

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는 독일에서의 논의가 참고가 될 수 있다. 1998년 개정 전 독일 

민법 제 1596조 제1항은 친생자로 추정되는 子 자신의 부인의 소 제기 권한을 매

우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는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89.1.31. 의 판결에

서 이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고하였다. 즉 자녀는 일반적 인격권에 기하

여 자신의 혈통을 알 권리(Recht auf Kenntnis der eigenen Abstammung)를 가지

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한은, 적어도 부부간의 혼인과 가정의 평화를 해칠 위험

이 없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외에

도 자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나라들은 많이 있다. 이러한 자신의 혈통을 알 

권리는 우리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내지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자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자녀의 친생부인권을 제한 없이 인

정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해치고 부모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가 법률상 父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이거나 부모의 혼인이 해소되

어 법이 보호해야 할 가정의 평화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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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자녀의 혈통을 알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면 이는 원

칙적으로 인정되고, 예외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1998년 개정된 

독일 민법 제1600조는 별다른 제한 없이 자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자녀의 친생부인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정 독일 민법 제1600b조 제3항은 자녀의 친생부인의 소 제

소기간도 종전에는 성년 후 2년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성년이 되더라도 母의 

夫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자녀의 친생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친생부인권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리남용의 이론 등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된다.

2. 해외입양아의 국적선택권(협약 제8조)

협약 제8조 제1항은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

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해외에 입양된 

아동의 국적에 관한 것이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2항은 해

외이주허가를 받고 해외로 입양된 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의 국적

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외입양아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 협약의 규정에 어긋

나는 것이 아닌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입양된 사람들이 국내로 와서 활

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

가 많다고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이들

이 성년이 된 후에 국적을 선택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영

구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해외입양아의 사후 서비스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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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12조 5항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1년동안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

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 성년이 될 때까지

로 한다.(해외입양에 대한 각국의 법제도가 달라 아동이 법률상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체결된 ‘1993년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여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4. 아동참여권(입양동의 협약 제12조)

(친권 , 양육권, 면접교섭권 처분과 변경시)

현행법상으로는 입양의 경우에는 양자가 될 자가 15세 이상이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15세 미만이면 대락권자 내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만 있으면 되

고, 따로 본인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는다. 물론 현행법상 입양은 재판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협약 제12조 제2항의 문제라기보다는 제12

조 제1항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민법이 신설한 친양자제도의 경우

에는 친양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동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 외에 아동에게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친권상실제도가 있는데, 여기서도 아동의 의사를 고려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반면 외국에서는 이러한 사법절차상 아동의 청문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예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도 판단능력이 있는 미성

년자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5. 친권상실 및 친권박탈(협약 제19조)

협약 제19조는 아동의 유기, 학대 방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

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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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혹사나 착  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

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

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

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유기, 학대 방지를 위하여는 민법상의 친권상실 규정 외에도 아

동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아동권리협

약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가정에

서의 체벌문제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친권자에 

의한 자녀의 체벌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그 친권 행사의 범위 내라고 보

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친권자에 

의한 체벌을 친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한 번쯤 

의문을 제기하여 볼 만한 문제이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하여, 가

정이나 학교 기타의 모든 다른 기관에서의 체벌(corporal punishment)을 명시적으

로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0년 개정된 독일 민법 제1631조 제2항은 “자녀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양

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체벌, 정신적 침해 및 기타의 존엄을 해치는 조치는 허

용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정 내에서 보호가 불가능하

거나 심각한 처지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우에 따라 친권이 박탈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될 수 있는데 이때는 입양을 통해 아동을 부모와 

영원히 격리시킨다. 그러나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는 다

소 의심스럽다.

6. 입양(협약 제21조)

가. 제21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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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①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부모․ 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       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

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게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

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

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항유

하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④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

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

적을 촉진       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

당국이나 기관에 의하       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사 존중(입양의 동의)

 입양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가 더욱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협약 

제12조와도 관련이 있지만, 가령 현행 민법상은 양자가 될 아동이 15세 이상인 때

에만 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 15세의 기준은 너무 높다고 생각된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아동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입양 시 12세 이상 아동의 의사는 반

드시 확인하도록 하되, 12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심리전문가 등이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의견을 묻고 판단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입양여부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 아동권리협약 제12조 및 제

21조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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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말 

 입양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혈연과는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법적 과정이다. 

입양은 입양아동,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부모의 기대와, 아동복지차원에서는 아동

의 요구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역동적인 실행영역이다.

 국외입양이 전체입양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은 헤이그협약에 가능한 조속

히 가입하고 국내외 관계없이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이 되고, 국

제기준에 의한 아동의 기본권과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제도

를 개선해야 한다.

 1993년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규율하고 체약국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입양과 관련한 남용을 방지하는 조약이다. 헤이그협약

은 아동권리협약 등에 선언된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고,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국제

입양, 아동유괴나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인권조약이다.

 한국은 입양아 수출국 상위를 기록하면서 국내외 입양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인, 아동의 최상의 이익원칙, 입양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위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내입양의 대부분 비공개입양이 많고 국가의 개

입 없이 이루어지므로 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

1. 아직도 해외입양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요

보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

록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국제입양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동권리협약 제21조 1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이 규정의 성실한 이

행을 위하여 입양아의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원칙, 아동의 정

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한국에서 친양자제 도입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고, 공개입양의 활성화와 사

후 입양가정 가족에 대한 통일적이고 수준 높은 지원서비스를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 절차의 합리화, 간소화 및 국제입양을 전담할 수 있는 중

앙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입양부모도 성별, 인종, 혼인여부, 성적 지향, 연령 한계와 무관하게,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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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를 양육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하며,

4. 국제입양을 줄이기 위해 비혼모(프랑스 동거남녀 사이 출생자 50%, 사회보장

등 법적 지원)와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이혼부부자녀 부모가 양육하도록 지원제도방안(협의이혼확인시 양

육지급에 관한사항기재, 이를 집행가능한 집행권원으로서 인정하는 방안, 국가가 

대지급 구상권행사, 이행명령불응자 벌칙강화등 거주안정권)마련,  이 외에도 장

애 아동의 입양제도 개선, 독신자의 입양문제와 동성애커플의 입양 등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합리적인 국내외 입양제도의 마련은 수 천 수 만의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삶

을 뒤바꿔 놓는 중요한 이슈가 됨으로,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인권보호의 사고

로 접근해야 하고 그 과정에는 어디까지나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낳는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만으로 국내입양을 확대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입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입양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만 고려하는 특

별한 경우라고 보는 수동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마

음이 절실하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다.

 최근 공개입양이 이루어지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사회에서는 뿌리 깊은 혈통중심의 가족문화로 인하여 국내입양이 떳떳치 못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반 이상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 입양아동의 인권보호와 복리증진, 더 나아가서 입양부모와 

입양아간의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하여 입양제도의 개선은 반드

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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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제도개선권고내용을 중심으로

오 상 석(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과장)

□ 제도개선권고(2009. 10. 26.)
○ 언론, 접수민원 등에서 입양제도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입양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 등 기획조사를 통해 

입양인의 권익 증진방안 마련

        ※ ’08.8.～’09.9. 기간 중 입양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193건) 분석

결과, 입양절차 관련 민원 46.6%(90건), 입양인 지원 관련 민원 

24.3%(47건), 입양제도개선 관련 민원 17.1%(33건) 등으로 조사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

에 따라 별지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 (4개 분야 8개 세부개선과제)

     - 출산아동 직접양육 유도를 위한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 입양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입양인 권익증진 제고

     - 입양아동의 이익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가입 권고 등

□ 관련기관 의견(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노
동부) 

○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 권고안 수용

     - 다만, 노동부의 경우 현행 활용가능한 제도 여부,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양휴가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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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 입양아동의 권리·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 정체성･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 검토

   첫째, 입양보다는 미혼모 등 친부모가 직접 출산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둘째, 부득이 입양을 해야 할 경우 가급적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보완

 셋째, 국외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 아동 양육환경 조성분야

1)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 미혼모 출산 아동의 직접 양육을 위한 미혼모 지원 강화

     - 미혼모가 직접 출산 아동을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 양육보조금(장애
아동), 의료비 및 주거비 등 지급

     - 아동 양육 능력이 없는 미혼모를 위해 일정기간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미혼모자시설 확충 및 관련 예산 지원

     - 미혼모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홍보 및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노력 전개

 
2)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 출산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입양의사 결정, 산전 입양의사 결정금지, 
필요시 입양의사 철회기간 연장 등 입양결정 숙려제 강화

     - 미혼모의 입양의사 결정 시 입양기관 전문가의 상담과 별개로 중앙

국가기관(중앙입양정보원) 아동전문가의 입양상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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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입양 활성화 분야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강화

   ⇒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 현재 국내입양아동에 지급하는 양육수당(10만원) 상향조정 및 연령별 

차등 지원

     -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실비지급 및 양육보조금(현재 월 551천원) 
차등지급

2) 입양기관 지원비용 현실화

  ⇒ 입양기관의 국내입양 알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대한 지

원비용 현실화

     - 국내입양 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양알선비용(인건비, 아
동양육비, 알선수수료 등)을 현실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3) 입양휴가제 확대 시행

  ⇒ 입양휴가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입양휴가제 확대시행방안 마련

     - 공무원 대상 입양휴가기간을 현행 2주에서 출산휴가기간 및 선진유

럽의 입양휴가기간 등을 준용하여 확대 시행

     - 현재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양휴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일

정규모 이상 민간기업체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강구

3.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분야

1) 입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 입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

치 보완

     - 입양업무를 총괄 관리할 국가차원의 종합기구 설치･운영

         ※ 현재 설치･운영 중인 중앙입양정보원 확대 개편     

     - 입양 대상 아동 관련 각종 기록 등록 의무화하여 이를 중앙입양정보

원에서 관리하도록 규정

     - 각급 입양기관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입양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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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중앙입양정보원으로 이관하여 정보의 통합 운영

     - 입양된 자의 개인 기록 정보접근권한 강화

      · 입양된 자의 요구시 원칙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 공개

2) 국외입양인에 대한 권익증진방안 마련

  ⇒ 국외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입양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각적

인 방안 마련

     - 외국입양기관의 양친가정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 전문가가 현

지를 방문, 확인･점검
       · 보건복지가족부는 해외이주허가 시 외국입양기관 및 관련 전문가

의 조사의견을 종합 검토, 허가여부 결정(실질적 허가제 운영)
     - 국외입양 이후 입양아동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 입양국의 국적취득 시 한국국적이 상실되는 규정을 개정, 일정기

간(예:성년 시까지) 입양아동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 외국입양기관의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실태 확인･점검 추진

     - 외국입양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노력 강화

       · 현재 국외입양국가 및 입양기관을 재검토, 다문화·다인종 국가 

및 지역 중심으로 재편

       · 재편된 외국입양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한글학교, 한국문화

캠프 등) 방안 검토

       · 외국입양기관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외국입양기관 방문 등 

상호간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 

4. 헤이그협약 가입

  ○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은 입양아동의 최선의 

이익보호를 위해 국가간 입양과 관련된 내용 규정

  ○ ’95. 5. 동 협약 발효 이후 ’09. 2.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총 78개국 가입

     - 우리나라의 경우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 

미비를 이유로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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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아동의 인권보장,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 차원에서 동 협약 

비준을 추진할 필요

  ○ UN아동권리위원회(’99., ’08.), 국가인권위원회(’05.) 등은 헤이그협

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할 것을 권고

     ⇒ 입양허가제 도입, 전담 중앙국가기구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정비, 조
속한 시일 내에 동 협약 비준을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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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조치기한 관련부처

아동양육
환경조성
분야

1-1.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
가족부

○ 미혼양육모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 지급
'11.06.○ 미혼모자시설 확충 및 관련 예산 지원

1-2.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 입양결정 숙려제 강화
'10.06.○ 아동전문가의 입양상담 의무화

국내입양
활성화
분야

2-1.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양육수당 상향조정 및 연령별 차등 지원방안
'11.06.○ 장애인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개선

2-2. 입양기관 지원비용 현실화

○ 입양알선 비용 현실화 '10.12.

2-3. 입양휴가제 확대 시행

○ 입양휴가기간 확대 시행 '10.12.

중장기
추진과제

행정안전부

○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체로 확대 노동부

입양사후
관리강화
분야

3-1. 입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보건복지
가족부

○ 입양업무 총괄 국가 종합기구 설치․운영 ’10.02.

○ 입양대상 아동 관련 각종 기록 등록 의무화 ’10.12.

○ 각종 입양 관련 정보의 통합 운영 ’10.06.

○ 입양인 관련 개인 기록 정보접근권한 강화 ’10.12.

3-2. 국외입양인에 대한 권익증진방안 마련

○ 입양부모 가정조사서 신뢰도 제고방안 강구
'10.12.○ 외국입양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노력 강화

○ 입양아동 이중국적 허용 ’10.06. 법무부

헤이그협
약

가입관련

조속한 시일 내 협약 비준 추진

중장기
추진과제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 민법 개정

○ 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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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 호(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