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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신 경 림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림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단체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7년 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2011년 법 제호 개선을 포함, 현행 ｢

입양특례법｣으로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양촉진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의 잔재가 남아있

어 입양인과 원가족의 권리보호에 취약하고,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와 원가족을 찾는 과정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친가족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가 입양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입양인이나 친생부모, 

원가족이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 상호 의사를 확인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확립되

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확대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비준을 준비 중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도, 중앙당국이 입양아동의 

출생 및 부모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입양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협약의 비준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친생부모와 원가족 찾기를 원하는 입양인의 권리, 친생부모가 자녀와 

다시 만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에서

도 입법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주제를 고민하시고,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오신 토론회 참석자 여러분들의 노

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오신 관계단체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

을 보냅니다. 입양인, 친생부모와 입양가족 모두를 배려하는 입양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논의

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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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최 동 익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친가족 찾기를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신 새누

리리당 신경림 의원님과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제인 정 트렌카 대표와 Nikolaj Leschly 사무총장님, 김애니 위원

님, 소라미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좌장을 맡아주신 최영희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가족을 찾았다는 소리를 들었고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

다. 가족들을 보니 사랑스러웠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얼마전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입양된 딸의 다시 만난 친부모와의 만남에 대한 소

회입니다. 이처럼 입양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친부모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입양인이 자신의 입

양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양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

후 총 4,790명이 친부모 찾기를 신청했으나, 친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한 비율은 2,301명(48%)

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하여도 

90% 정도는 연락이 닿지 않아 부모와 자녀가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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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입양인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입양특례법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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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정 의 화 국회의장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자

리를 마련해주신 신경림, 최동익 두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6.25 전쟁고아들을 외국으로 입양 보낸 이래 최근까지 16만여 명에 

이르는 아동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면서 ‘아동수출대국’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로 입양된 우리 아이들이 해당 국가의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친생부모를 찾고자 할 때,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높아진 국가

의 위상에 따라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의 아동인권보장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동의 인

권과 복지를 위해서는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걸 맞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제도화 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입양 아동과 친생부모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

인 정책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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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김 무 성 새누리당 당대표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

해 주신 신경림 의원님과 최동익 의원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입양인 당사자와 전

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부모를 찾으러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로 부모와 상

봉하는 경우는 4명 중 1명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고, 부모의 

행방을 모를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와 재회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해외입양인이 부모를 찾을 수 없다면 이는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부모와 입양인의 권익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

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잔존한 법률적 제약, 입양 관련 기관의 잘못된 관행, 미흡한 사후 관리 

등으로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비롯한 친가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 그들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양특례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부모를 알 권리를 권리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물론 정부가 곧 비준할 예정인 헤이그 협약 역시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알 권리를 권리로 선언한다면, 국가는 이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입양인들이 부모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의향을 존중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약 이외에는 정보 접근의 문턱을 없애고, 입양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권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8

입양인들은 또한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해 중앙입양원과 여러 입양 알선 기관의 잘못된 관행

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를 집행하는 기관들이 법의 

정신을 살리는 최선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

양 관련 기관들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것

이라는 생각으로 입양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토론회가 해외입양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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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원 유 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입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의미있는 주

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림 의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님께 감

사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직장에서 어릴 적 각자 서로 다른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

국인 자매가 39년 만에 기적처럼 상봉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된 사진 속에 

40대 두 자매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입양인들에게 친가족을 찾는 일은 큰 기쁨이 됩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의 생모 생부를 찾는 뿌리 찾기 활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행정적 문제, 법률적

인 제약으로 인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안

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가가 나서 과거 편견이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로 입

양 되었던 이들의 친부모 및 친가족을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정책토론회가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위한 해외입양 당사들과, 전문가, 정부가 소통

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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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김정훈입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

고해주신 신경림 의원님과 최동익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더불어 우리나라 입양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입양단체 실무자들과 바쁘신 

시간을 내어 주제 발표를 맡으신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

씀을 전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입양특례법이 전부개정 된 지 4년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정방안을 진단하여 입양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뜻 깊은 자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입양특례법은 지난 2012년 그 간 입양인들의 권리증진을 저해하였던 요소들을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입양인들의 알권리, 정보접근성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친부모를 찾고자 할 때 여전히 정보접근성과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제도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친부모와 자식을 찾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찾아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현행 입양특례법 및 제도를 철저하게 분석·진단하고, 법

률 상 부족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다양한 처방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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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러분이 주신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향후 입양인들의 알권리와 권리증진을 위해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 실무자들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

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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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 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친가족 찾기를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우리당 최

동익 의원님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2년 8월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입양특례법｣

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8월까지 총 4,790명이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지만, 2,489명은 

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기록이 부실하

여 입양기록에 친부모의 정보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입양된 자녀가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입양기관 또는 중앙입양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친부모의 소재

지를 확인한 뒤 친부모에게 ‘입양정보공개동의서’를 발송하는데, 친부모가 본인의 정보를 입양

된 자녀에게 공개하는 것을 동의해야 친부모와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의를 하더라도 전

보나 우편을 통해 연락하는 방식 때문에 친부모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

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보제공이 늦기 때문에 입양인과 친부모가 만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

고 있습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인이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늦어도 3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최종 정보제공까지는 약 86일이 소

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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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입양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관이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구

축해 친부모의 소재지를 찾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보와 

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의 정보제공 의사표시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재 입양특례법의 

실태를 살펴보고,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

랍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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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친가족 찾기를 중심

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

신 두 의원님과 입양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친부모를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은 

2012년 258명에서 2013년 1,252명, 2014년 1,626명, 2015년 8월 1,654명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으나, 친부모와 상봉하는 입양인은 전체 입양인의 14.7%인 70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때 떠나보냈던 이들을 다시 부모와 조국의 품으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은 이제 국가적 책

무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입양인들을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소홀

히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친부모가 입양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69%(1,009건)로, 정보제공 

미동의 사유의 91%는 연락은 됐지만 회신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친부모가 상봉을 원치 

않아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는 87건(9%)에 불과합니다. 입양기관이 우편에만 의존해 친부모

의 의사를 묻기 때문에 회신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부모의 거절 의사를 보다 

명백히 확인하는 등 회신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입양행정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떠나갔던 이들이 조국과 부모의 품을 찾기 위해 어렵게 낸 용기와 

희망이 고국의 행정절차에 의해 꺾여 버리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보

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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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를 통해 입양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담아내는 효율적인 입양 행정 개선 방

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발제를 맡아 주신 제인 정 

트렌카 대표와 Nikolaj Leschly 사무총장님, 김애니 위원님, 소라미 변호사님을 비롯해 토론

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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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김 성 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국회의원  김성주입니다.

‘친가족 찾기를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자리에 함께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

립니다.

2009년 유엔에서는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를 보장’ 하도록 권고 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현재 ｢입양특례법｣으로는 입양 아동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입양인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의 대상도 친생부모 자료

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친생부모를 제외한 위탁부모, 형제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도 어렵습니다.

어렵사리 찾은 조국에서 자신의 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우리 정부가 다시금 

냉대하고 있습니다.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가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

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친부모 찾기를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신경림 의원님과 최동익 의원님,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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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엽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입니다. 

입양인들의 친부모를 찾을 권리 강화와 입양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

을 모색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여 주신 신경림 의원님과 최동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최영희 전 의원님을 비롯한 참석자 분들과 발표

를 맡아주신 소라미 변호사님, 국외 입양인 대표 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어릴 적 입양되어 새로운 가정에서 자라신 입양인 분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이 얼마

나 의미있고 중요한 일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외 입양인과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입양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

을 드리기 위해 뿌리찾기, 모국방문, 모국생활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인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양절차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친가족을 찾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였으며, 입양인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

는 방향으로 입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입양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현 

입양정책이 더욱 입양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좋은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신경림 의원님과 최동익 의원님, 최영희 전 의원님과 국외

입양인 여러분을 비롯한 참석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

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 사례와 

문제 진단

제인 정 트렌카 (TRACK 대표)

1 _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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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수정안의 목표

해외 한국 입양인들이 입양특례법 (2011년 개정, 2012년 시행)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최근 입양되는 아이들의 90%가 미혼모들을 통해 나오

고 있기에, 이들을 위해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

고자 함이다. 둘째, 입양 관련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입양인들이 성년이 된 뒤 그 기록에 접근하

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본래 태생과 신원을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3년이 지난 지금 첫 번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가족 찾기의 경우 이 

법은 실패하였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그 가족 찾기 부분이 법을 개정키 위해 도움을 준 성인 입

양인들을 위한 유일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친부모 찾기를 위한 조항은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1) 2012년 8월 이후 국내외로 입양된 모든 이들의 기록을 그들이 성년이 된 시점에 완전히 공개

할 것과,

2) 2012년 법 시행 이전 입양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입양인들에게 친부모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사람이 많은 2012년 이전의 입양인들에게 친부모의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제외하고 본인의 입양 과정 관련 서류들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

며 친부모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위와 같은 개인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입양인들이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권리를 강화하는데 있어, 현 개정안이 전혀 진일보되지 않은 평이한 수준이

라고 생각한다.

1) 2012년 8월 이후에 입양된 이들에 대한 완전한 출생기록 공개

정보 공개 조항은 유엔의 아동권리에 대한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 장애인의 권

리에 대한 규약에 따르는 대한민국의 인권 규약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유엔의 아동권리에 대

한 규약은 아이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입양된 이들에게 정보

를 공개하는 이 제도는 행정상 성공적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지속적으로 기능이 잘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A) 법이 없어질 경우

B) 예전처럼 관악구의 베이비박스 등 친부모를 알 수 없도록 익명으로 버릴 수 있는 곳에 불법으

로 유기된 아기들이 미아로 등록되어 허구의 출생정보가 임의로 생성되고 입양이 될 경우

C)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입양인들이 자신의 출생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

로가 차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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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입양인들에게 표준화된 친부모 찾기 서비스 제공

친부모 찾기 조항의 두 번째 항은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이 직접 친부모 

찾기를 하며 얻은 경험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서비스를 받은 개개인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입양

기관으로부터 좋은 서비스를 받은 입양인도 있지만 좋지 않은 서비스를 받은 입양인도 존재하였다. 

또한 우리 입양인들은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의 여부가 사회

복지사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데, 그 재량권이 너무 넓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은 입양

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입양인의 관계, 입양기관이나 관계부처의 사람과 끈이 닿는 중개인과 입양인의 

관계 등에도 좌지우지 될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 인맥이 없거나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가 좋지 않는 입양인은 당연하게도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모든 입양인에게 

공정하며 열려있는 친부모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표준화, 규범화된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려 한다. 우리는 입양특례법에 의해 설립된 준공공기관인 중앙입양원(KAS)에 희망을 걸었다.

중앙입양원은 다른 역할도 물론 수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게 공정하고 

용이한 친부모 찾기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중앙입양원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과거 보건복지부나 입양 알선 기관, 중앙입양원에서 예전에도 익히 밝혔듯이, 친부모 찾기에서 벌

어지는 문제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 제한적 권한, 다른 법들과의 충돌 등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우리는 중앙입양원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오독(誤讀)하여 해당 문제들이 벌어진 것을 밝혀내

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것이 입양인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특

례법을 재개정하여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2011년 당시 

개정된 법안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양인들이 법 개정에 엄연히 한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당 법이 지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너무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논란이 되는 조항의 경우 당사자, 즉 입양인들의 시선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다. 우리는 친부모 찾기 서비스가 단순한 호의나 자선 따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입양 알선 기관의 

사업이라든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계수단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이 과

연 누구였는지를 찾는 권리야말로 모든 인간이 가진 기본적 권리 중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

고 볼 뿐이다.

입양특례법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알리기 위하여 입양인들은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사례들

을 수집해보았다. 그 결과 이전에 우리가 처음 법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입양알선기관

과 중앙 입양원이 보여준 행태가 입양인들에게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관찰,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것은 결코 무작위로는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2012년부터 입양특례법의 전면시행을 위하여 중앙입양원 및 보건

복지부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고, 지난 3년동안 마침내 몇몇 문제들을 수면위로 끌어내어 

다루기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입양특례법의 국내입양 우선정책을 위반한 입양알선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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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친부모 찾기 예산이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친부모 찾기 과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입양특례법과 그 부대조항들

에 대해 아직 더 많이 고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양육권 포기 문제나 입양인의 복수국적 같은 우리가 한시바삐 논의해야 할 수많은 값진 주제들이, 

입양특례법에 상존하는 수많은 문제들로 둘러 쌓여있지만 본 성명서에서는 우선 친부모 찾기 서비스

에 대한 문제만 다루기로 한다. 입양특례법의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발의를 

하였지만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 어느 국회의원도 다루지 않았으며 입양인들의 목소리도 중

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청취되었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보건복지부도 언론에 익히 보도 되었듯이 

입양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입양인의 복지를 진정으로 살피는 사람은 이미 입양돼 

버린 우리들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이상 지금까지 지적한 점들은 2012년 이전에 입양된 이들의 친부모 찾기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가 입양알선기관, 특히 중앙입양원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

어 입양인들의 권리가, 그들이 평생 입양인으로서 겪어야 할 나날동안 숭고히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친부모 찾기 서비스의 문제점들

첫째, 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 차이: 당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입양인들에게 통보되면

서 2012년전에 입양된 사람들은 입양 후 제공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특례입

양법 하에서 모든 입양인에게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

이다.

둘째, 친부모의 동의 없이는 모든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하다. 입양특례법의 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36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대한 우리의 당초 의도는 입양인이 1) 친부모가 모

두 사망했을 경우, 2) 친부모를 찾을 수 없어 동의를 구할 수 없었을 경우, 3) 의학적 사유가 있을 

경우 친부모의 개인정보를 그들의 동의 없이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13조 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 하지만 입양 알선 기관과 중앙 입양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우선 

친부모가 전원 사망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입양인이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가 모두 동시에 

성립되어야만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 어떤 질병을 앓고 있어야 타당한 사유로 인정

이 되는지 그 목록조차 애초 없었기 때문에 입양알선기관이나 중앙 입양원은 그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친부모의 동의 없이 완전한 개인정보를 얻기에는 불충분 하다고 통역하여 입양인에게 알려

왔다. 나중에 중앙입양원에서 한 입양인에게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찾을 수 

없었던 그녀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다고 이메일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대표하여 법개정에 참여했을 당시의 의도에도 부합하

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입양인들은 위 3개 조건 중 1개만을 충족하였을 때에도 친부모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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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히 법에 명시되지 않은 친부모 찾기를 위한 법률상의 의무도 무시되고 있거나 불법이라

고 왜곡되어 통역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하였던 존재하지 않는 질병 리스트 또한 그러

하며 입양특례법 5장에서는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에 대한 사항만 언급되어 있다. 예전에는 입양 알

선 기관에서 가족 구성원들이나 입양 전 위탁가정 (수양가족), 입양인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들까지 폭넓게 찾아주었으나 지금은 친부모 외에는 찾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2

년 개정된 법에 따라 중앙입양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입양 실무 매뉴얼 (Adoption Working 

Manual)에도 관련인물의 탐색은 친부모 찾기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측에게 제보되고 있다. 

우리는 입양 실무 매뉴얼에도 나와있듯이, 친부모 찾기 서비스에서는 위탁 가족은 물론 입양인의 

과거에서 중요한 인물들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입양인들이 친부나 친모에 대한 

기억 및 동의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용이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친부모도 적절한 

중개 서비스를 받아 입양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

넷째, 입양 알선 기관이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앙 입양원으로 기록을 보내길 거부하는 

경우이다. 중앙 입양원보다 당시 입양을 알선하였던 기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

가 몇 번 있었는데, 중앙입양원과 입양인 측 두 곳에서 모두 보고된 건이다. 입양 알선 기관들은 어

떻게든 입양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입양되었는지 과정을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검증할 만한 서류 등은 정작 공개하지 않는다. 때문에 입양인들은 몇 년에 걸친 친부모 찾기 

작업 도중 입양 기관에서 몇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특히 혼란스러워 한다. 좀 더 덧

붙이자면, 입양인들은 한글로 작성된 원본 서류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고 있으며 오직 열람이 가능한 

것은 영어로 편집된 수정본 뿐이다.

우리는 입양 알선 기관이 친부모를 찾는 입양인들에게 생물학적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강

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한글로 작성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정도도 매우 

적절하고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다섯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가이드 라인이 없다. 

A)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친부모에게 여러 번 전보를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답장

이 없을 때에는 그 다음 수순으로 무엇을 진행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연락이 없어야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드라인이 없다. 이것은 입양인이 친부모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친부모로부터 답장이 없다는 사

실을 가족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뜻으로 통역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답장이 없다는 것은 곧 가족이 동의했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입양 알선 기관이나 중앙입양원이 입양인과 그 친부모와의 재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지라도 우선 

친부모를 찾고, 그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부정적인 확답을 얻는 것이 입양원과 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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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B) 입양인이 서류상에 등록된 친부모를 찾았지만 DNA검사 후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도 있

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아이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만약 DNA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얻을 정신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부모

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DNA 샘플을 제공하여 만나기 전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 만약 입양 알선 기관에서 이름과 정보가 거짓이라고 통보할지라도, 입양인은 그 거짓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 거짓정보라면, 입양인이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고 보지 않는다

D) 친부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입양인은 다른 가족 구성원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입양원이나 입양알선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가족들이 사망

했다고만 전해준다. 우리는 비록 친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친부모 찾기 서비스에서 입양인이 혈

연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만 

입양인이 친부모의 묘소에라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입양 알선 기관과 중앙입양원은 주소

만 친부모 찾기에 쓸 수 있으며 전화번호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용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입양인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혈연관계의 가족과 아무 상관 없는 타인으로

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후속조치의 부족, 한국 및 해외 입양 알선 기관, 중앙입양원, 경찰의 협력부족이다.

A) 친부모의 소재지 파악이 빨리 되고 탐색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중앙입양원과 입양 알선 기

관간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앙입양원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는 입양인의 

경우 입양알선기관 측에 바로 접촉할 수 있다. 최상의 경우는 누가 친부모 찾기를 담당하는 책

임자인지, 통계를 보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지가 걸릴 때뿐이다 다른 경우를 보면, 입양인

이 입양 알선 기관과 중앙입양원 양쪽에서 찾기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통보를 받

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최악의 경우 양쪽 누구도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

에 친부모 찾기 작업이 아직 어느 쪽에서도 시작되지 않았거나 DNA 검사 결과가 입양인에게 

통보되지 않는 일도 벌어진다.

B) 마지막으로, 파트너 역할을 하는 해외 입양 기관 측에서 친부모 찾기를 하는 입양인들에게 거

액의 돈을 요구할 때가 있다. 중앙입양원이나 한국의 입양 알선 기관과 접촉하거나 하는 서비

스는 입양인이 한국의 입양기관에 직접 연락할 수만 있다면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사실 

입양인들이 외국 현지의 입양 알선 기관에 먼저 접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히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필요

가 있다.

C) 입양 알선 기관 내의 후속조치 부족: 입양알선기관이나 중앙입양원에 일을 단독으로 맡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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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후속조치가 부족한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친부모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발견되어도 사회복

지사가 입양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다.

입양 알선 기관이 입양 후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

하면 신규 유아 입양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입양 후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입양 후 서비스는 되도록이면 사설 입양 알선 기관보다는 중앙입양원에서 맡는 것

이 좋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입양인들은 보다 유능한 직원에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여덟 번째, 입양알선기관들이 입양인들에게 특례입양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입

양기관들은 특례입양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친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 불가능해졌다고 알리고 있어 친부모를 찾지 못하는 것을 모두 법 쪽으로 넌지시 떠넘기

고 있으며 입양인들은 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물론 입양인이 원한다고 

해서 친부모의 개인정보를 모두 넘길 수는 없다. 하지만 우선 입양 알선 기관에서 친부모와의 접촉

을 시도하고, 허가를 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재회를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 

조차 말해주지 않고 있다. 참고로 어느 한 입양기관에서는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를 어느 입양인

이 친부모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그들을 모두 살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입양인들을 

모두 잠재적 살인자로 매도하는 이러한 일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입양알선기관에서 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너무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법을 잘못 알려주는 데에서 오는 

입양인들의 감정적 트라우마와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설 입양 알선 기

관에서 제공하는 입양 후 서비스를 불신하는 이유이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인들에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줘야 하며 물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용의가 있는 상태이다.

아홉 번째, 남아 있는 기록이 없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폐업하는 입양기

관의 장은 모든 기록과 서류를 중앙입양원에 이관해야 한다. A) 한국사회봉사회 (Korea Social 

Service)의 경우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해당 기관의 국제 입양 사업은 이미 중단되었으나 

다른 사업은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중앙입양원에 기록이 없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언젠가 국제 입양 사업은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중앙입양원으로 기록이 이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

다. B)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입양원에서 설사 입양 알선 기관과 고아원이 폐업하더라도 기록을 

입수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관련 입양 기관과 고아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 

명단을 알려주는 것은 거부하였다.

입양기관에 의해 작성된 모든 물리적, 전자적 입양기록은 필히 중앙입양원에 의해 수집, 관리되어

야 한다. 또한 입양인들은 그들의 기록이 현재 누구 소유인지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 따

라서 중앙입양원은 입양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며 또한 고아원이나 시청, 기타 

국제입양에 관련된 여러 곳들도 정보제공의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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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친부모에게 연락하는 수단이 비효율적이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인의 요청에 대해 15일 이

내에 회신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추가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안에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중앙입양원은 친부모를 찾는 기간을 

한없이 계속 연장시키기도 하며 이따금 그들이 찾는 것을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일 정도

이다. 중앙입양원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처리된 가장 좋은 사례는 모두 

47건 이었으며 가장 좋지 않았던 50건의 경우 201일에서 807일까지도 소요되었다. 가장 주요한 문

제는 입양 알선 기관과 중앙입양원이 아직도 전보나 등기우편을 연락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하

지만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중앙입양원이 보고한 사례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5년도까지 전보

나 우편을 통해 1592건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회신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에는 오직 813명

중 오직 47명만이 적극적으로 “아니오”라는 회신을 하였으며, 2015년 1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을 보

면 역시 접촉한 578명중 40명만이 “아니오”라는 회신을 하였다. 바꿔 말하자면 회신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아직 접촉하지 못한 수많은 친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입양인들은 이러한 방

식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A) 2012년부터 관찰한 한 입양인의 사례를 보면 2015년까지도 전보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

는 등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최근 다시 연락을 시도해 달라는 요청을 취해 놓았다. 1년전 

입양인이 지쳐 더 이상 친부모 찾기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을 때에도 중앙입양원은 당시 이 건

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

B) 또 다른 입양인의 경우 그녀의 입양기관이 2013년 8월, 9월 즈음 처음 친모로 추정되는 사람

에게 전보를 보냈다고 한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전보를 수령하고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

모로부터의 회신은 없었다. 때문에 친모가 실제로 전보를 보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회복지사는 2015년 가을에 다시 전보를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겨우 

2통의 전보를 보내는 것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 또한 전보를 수령한 가족이 그것을 친모에게 

주었는지도 명확지 않다.

C) 전보를 통지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첫째, 수령 시 받는 사람이 직접 사인하는 것

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맞는 집으로 배달되었는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둘째, 중앙입양

원과 입양 알선 기관에서는 터무니 없는 메시지를 친부모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 전보에서는 "(해외 입양인의 이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려고 합

니다"라고 적어 보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외국 이름을 모를뿐더러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

준 것도 아니지 않는가? 전보를 본 사람들은 회신을 하기는 커녕 그냥 광고메일로 생각할 것 

이다. 친부모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해

야 할 것이다. 셋째, 만약 친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중앙입양원과 입양알선기관에서는 꼭 

전보를 발송한 영수증이나 기타 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입양인에게 제시하여 작업이 중단되지 않

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넷째, 연락이 된 대부분의 사람은 친부모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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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오직 DNA 테스트 결과만이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지만 연락이 닿은 사람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친부모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일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로 혈연관계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하더라도 DNA 테스트에 대한 지

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입양인들이 최소한 언젠가는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

다는 마음의 안식이나마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D) 입양 실무 매뉴얼은 아이를 입양 보냈을 때 아이의 엄마가 미혼이었는지 기혼이었는지에 따라 

다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가령 기혼이었으면 친모에게 직접 연락을 해도 되지만 미혼이었

다면 주변사람에게 하라는 식이다. 입양특례법에는 생모와 접촉할 때 혼인여부에 따라 그러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라는 조항은 없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엄마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입양을 결정했다면 당연히 아무런 사실도 모르는 주

변사람에게 연락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미혼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입양인의 가족들에게는 과거의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

해 직접적,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E) 몇몇 입양인에게만 중앙입양원이나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친부모에게 직접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연락을 할 때에는 모든 입양인에게 왜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기술할 수 있도록 편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F) 사회복지의 영역에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해주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아직 친부모와의 

상담은 없었다. 필리핀의 경우 서로 재회하기 전 친부모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하

며 결혼 전 아기가 생겨 입양을 보낸 여자와, 그 여자와 현재 결혼한 남자도 상황을 이해하고 

입양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입양인의 존재가 가족의 비밀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다. 중앙입양원의 직원들도 또한 적극적으로 친부모와 접촉하여 상담을 권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친부모들도 입양인에게 얼마나 가족을 찾는 것이 중요한지, 자신의 뿌리를 찾

는 것이 왜 그들의 당연한 권리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 친부모들도 물론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입양인이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G) 만약 친부모에게 전보나 전화로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사람을 보내어 가족을 수소문하여 

찾는 것이 좋다고 본다. 중앙입양원이나 입양알선기관이 하기 어렵다면 지방 행정기관과의 협

력도 고려해 볼만하다. 우리는 친부모 찾기 신청을 하고 난 다음, 합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입양인이 친부모의 정보를 열람해도 된다는 것으로 통역되어 전달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앙입양원과 입양 알선 기관이 소극적으로 전보나 보내는 식이 아

니라, 친부모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완전히 알아내어 입증할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도 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입양 알선기관과 중앙입양원이 가족 찾기 서비스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해왔다는 것은 너무

나도 명백하다. 과거에도 우리 입양인들은 친부모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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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텔레비전에 나가보라고 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우리는 계속 

더욱 많은 서비스 지향적 접근과 지원을 중앙입양원과 입양 알선 기관으로 요청하였다. 왜냐

하면 입양인 자신이 한국까지 먼 길을 와서 언어장벽에 둘러 쌓인 채 탐정이 되어 친부모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과연 중앙입양원

이 지금까지 친부모 찾기 서비스를 위해 한 게 뭔가? 그들이 진정 열심히 노력이라도 해봤나?"

다른 친부모 찾기 작업의 경우 중앙입양원 직원이 사무실을 떠나 외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이 입양원에서 가까운 지방 행정 기관에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미혼

모 시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청, 고아원, 병원도 포함하여 입양인이 소재했던 모든 곳에서 입양

알선기관이나 중앙입양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서류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입양원 원장 신언항씨는 2015년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친

모를 찾는데 평균적으로 86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입양원 직원들이 미혼모 시설이나 

고등학교에 가서 정보를 찾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언항씨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증인 신언항 : “그 안타까움을 저희도 최대한으로 이해를 하고 끝까지 친부모를 찾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그 친부모가 미혼모시설에 있던 것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녔던 것 거의 

모든 족적을 전부 다 찾아 다니면서 저희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또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그러한 노력

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86일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앙입양원으로 위와 같은 탐색 작업이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외근 시간 등) 제

출이 요구되었고, 결국 입양원의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이러한 작업을 지난 3년간 단 한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 한번, 오직 한 명의 입양인을 위해 말이다! 직원은 2015년 9월 9일 미

혼모 시설에 방문하였고 같은 달 10일에 친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찾았다. 

그 탐색작업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입양인이 중앙입양원에 서비스를 신청한지 단 33일만에 등기 우

편이 친모에게 발송되었다. 2015년 8월 27일 중앙입양원에 서비스를 신청한 다른 입양인의 사례를 

보면, 직원이 일주일 만에 입양 알선 기관에서 기초적인 정보를 받았고, 이후 단 2일만에 미혼모 시

설에 연락을 취했다. 다시 말하자면, 친부모 찾기 서비스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또한 중앙입양원 직원들이 이 업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상기 언급하였

던 작업이 지난 3년간 단 한번만 이루어졌고, 서비스를 신청한 4790명의 입양인 중 단 한 명에게만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얼마나 부도덕하게 변질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

앙입양원 원장이 국정감사에 나가 증언하기 하루 전 위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조차 우리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다른 친부모 찾기 작업의 경우 중앙입양원 직원이 사무실을 떠나 외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이 입양원에서 가까운 지방 행정 기관에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미혼

모 시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청, 고아원, 병원도 포함하여 입양인이 소재했던 모든 곳에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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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기관이나 중앙입양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서류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 우리가 동의

한다면, 친부모를 찾을 권리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입양인들은 입양 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입양인들은 입양특례법을 통한 중앙입양원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

지만 중앙입양원은 사회복지 업무와 서비스, 책임감, 투명성 등 모든 면에서 우리를 실망시켰다. 입

양과 관련된 사회 복지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친부모와의 접촉이나 성인 입양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숙련된 사회복지사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입양원은 준 공공기관으로서 다른 

공공기관만큼 투명해져야만 한다. 비단 입양인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인 입양인들

의 친부모들을 위해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다른 여느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행한 일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하는 일은, 자기가 신청한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신청자가 중앙

입양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좀 더 덧붙이자면, 일반인들도 중앙입양원이 일

을 잘 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있도록 사건이 처리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신청자의 개인정보

를 잘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각각의 건을 공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 입양특례법 하의 중앙입양

원은 우리의 기대를 한번도 충족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입양원의 친부모 찾기 

서비스가 납득 가능한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을 위하여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 바이다.

Translated by Seungho Jeong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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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here today to share my perspective on birth family search and the Special 

Adoption Law.

Since 1998, G.O.A.’L has provided many services for the adoptee community that are 

practical, necessary, and appropriate for an adoptee-led organization. They include 

assistance with obtaining dual citizenship or the F-4 visa, getting connected with a 

trained volunteer interpreter for reunions with birth family members, access to Korean 

language scholarships, one-on-one counseling with trained therapists, and more.

Argu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services that G.O.A.’L offers is assisting 

adoptees with their birth family search. I believe that we at G.O.A.’L are well-suited 

to assist other adoptees with this process because we know firsthand how deeply 

personal this journey is and as such are willing to go the extra mile to help the 

person searching find the answers they are looking for and to support them along the 

way with compassion and understanding.

For many adoptees, the decision to search does not come lightly. Many adoptees 

have shared stories of how harmful the decision to search for birth family can be to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adoptive family. Sometimes, the adoptive family is not 

supportive of an adoptee reconnecting with Korea, forcing the adoptee to choose 

between loyalty to their adoptive family and a desire to better understand their 

Korean roots. Sometimes despite the adoptive family’s feelings, adoptees choose to 

seek answers about their past and risk alienating themselves from the only family 

they have known because the desire to know where they came from is so strong.

Outside of how a birth family search affects the adoptive family, all adoptees have 

something to lose when it comes to searching for birth family. Until the moment 

when we actively search for our birth families, we are allowed to entertain fantasies 

about who our birth family might be. Maybe we’re from royalty. Maybe our parents 

didn’t mean to put us up for adoption, and it was all a mistake. Maybe we were 

misplaced and our family has been searching for us for the past twenty or thirty 

years. These thoughts might have served as a security blanket for us when we were 

children, surviving in the recesses of our minds as we became adults, becaus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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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n’t face the adopted side of our identity.

When we send that first email to the adoption agency, however, reality looms on 

the horizon and it can be terrifying. What will I find? Will I be one of the “lucky” 

ones that gets reunited? Or will I be one of the many who has no information? What 

if my birth father is a lousy person and wants money after reunion? Despite all of 

these uncertainties, many adoptees decide that knowing the truth is better than living 

with questions left unanswered. We understand the risks that adoptees take and do 

our best to support them along the way.

For some, birth family search is a way to obtain one’s medical history so they can 

know what they are at-risk of getting as they get older. Does cancer run in my 

family history? Will I be bald when I’m older? Will I have a difficult pregnancy? 

Knowing what genes we are passing on to our children is important to many adoptees 

who are considering starting or who already have families. These questions can only 

be answered by finding our birth families.

Learning the landscape of agencies, organizations and resources available to 

adoptees in Korea is challenging for many. Adoptees already have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to contend with when trying to reconnect with Korea, but the lack of 

actionable information from the agencies and KAS about what birth family search 

entails along with what some of the common pitfalls are would be a good start to 

clearing up some of the confusion. Where will I get the most help from? How much 

does it cost? Who is better at replying to my emails? Will I get more access to 

information from KAS than from the adoption agency? But beyond the landscape, 

adoptees have many questions about birth family search because the process isn’t 

transparent and for many, it has drawn on for countless years.

However despite natural barriers and a general lack of actionable information, many 

of the problems with birth family search are due to poor communication, inconsistent 

behavior, and unsatisfactory procedures and policies regarding birth family search 

within KAS and the agencies.  Why does my caseworker tell me that the Special 

Adoption Law prevents her from searching for my aunt? Why is my agency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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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money for access to my file when other adoptees aren’t being charged? Why did 

the agency tell me that they did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my birth parents last 

time, but when I went back again this year, they said they have lots of information? 

How long should it take to get a response from the telegram? Why is the agency 

telling me to try again in three years? How does that make a difference? How does 

the agency know that the person who called is my birth mother or father? Why is 

there nothing else that can be done to find my family? These are recurring issues 

that don’t seem to be improving, and could be fixed with proper training of staff, 

education about what the Special Adoption Law allows, and implementing the changes 

we are proposing today. 

Many adoptees tell us that they have been told nothing else can be done since there 

isn’t enough information about their birth parents in the file. It’s usually at this 

point where the caseworker will tell the adoptee that there is nothing else they can 

do and they should consider contacting G.O.A.’L to get connected with the Korean media.

Last year the media option took a hit when KBS announced in the spring that they 

were no longer airing the show that adoptees were able to go on to get national 

coverage with the hopes that their birth family would recognize them. However, 

G.O.A.’L was still able to help a handful of adoptees find their birth families through 

our Birth Family Search team’s investigative  determination and perseverance. They 

help the adoptee come up with a plan of action and provide volunteers that 

accompany the adoptees as they retrace the narratives written in their adoption files. 

We are able to help adoptees reunite because we believe in following up on every lead 

and piece of information that exists in an adoptee’s file.

One example of how we follow up on every lead is the case of an adoptee that was 

part of our First Trip Home program a couple years ago. He had the address of where 

he was found in his file at the agency, but his caseworker told him that the address 

was old and didn’t look into it any further. We visited the address with the adoptee 

hoping to ask the landlord if she remembered anything that maybe wasn’t included in 

the file that could lead us to finding his birth family. The landlord in this case 

turned out to be the adoptee’s grand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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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d a similar case this year during First Trip Home where an address was in 

the adoptee’s file, but the caseworker at the agency assumed that it was a dead end. 

We visited the address with the adoptee and found out that her aunt owned the 

building!

Much of the success that we have had comes from on-the-ground efforts like going 

and talking with people in person. We have people go with the adoptee to post flyers 

near important places in their file. We spend time in their neighborhoods talking with 

people and try to generate more leads to follow. These may seem like futile tasks, 

especially in a densely populated city like Seoul, but it doesn’t hurt to try and we 

have been successful in the past.  

On top of that, by going to these lengths with adoptees to visit their hometowns, or 

the streets where they were found, or the orphanage they stayed in, adoptees gain 

more than just the words in their file; they can start to have a sense of connection 

with the land they left long ago. It may not seem like much, but for those who have 

very little, it can mean the world.  

Caseworkers involved in birth family search need to realize this and approach every 

file with the same investigative mindset and follow up on every lead. It’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caseworkers are trained well to recognize that these leads might 

be the key to finding the birth family.

Birth family search is complicated. No two adoption stories are the same because 

our origins are all different. The reasons for how we came to be put up for adoption 

are not as black and white as our adoption files make them out to be. The context of 

the time when we were adopted along with the conditions of a quickly modernizing 

Korea makes retracing our steps frustratingly difficult.

Additionally, the actors involved are all different with different motivations for 

doing what they did, and indeed we adoptees are all different based on our 

upbringings in our adoptive families and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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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 all of that with a system that struggles to balance privacy concerns versus 

the demand for transparency, and one can see that birth family search is complicated.

This is a big reason why it’s hard to train people in birth family search because 

every adoptee’s case is different. This is also why it’s incredibly difficult to mak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and policies that can ensure each adoptee’s search for 

their family is done properly.

It is further complicated because adoptees were sent with a copy of their file when 

they were adopted, but it doesn’t always match the file that is kept by the agencies. 

In fact, it is common for the files to not match, resulting in the necessity for 

adoptees to do a file review at the Korean adoption agency before any plan of action 

can be made. That’s why we always tell adoptees to contact their agency for a file 

review whenever they contact us to ask about how to search for their birth family.

When adoptees contact their adoption agency in Korea for a file review, the 

caseworker makes them submit a copy of the Petition for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among other forms. The petition is confusing because adoptees aren’t 

always told what the purpose of the form is, and many end up filling out the form 

with information from their copy of the file, when the actual purpose of the petition 

is to request more information from the adoption agency! After bringing this up with 

KAS, I was told that they were aware of the problem, but couldn’t change the form 

since it had already been approved for use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s 

type of response really illustrates how frustrating birth family search can be for 

adoptees in Korea.

From this point, the direction of the search and what progress is made varies 

greatly depending on how much information on the birth family is in the file, how 

much energy is put into the investigation, and assistance from the media, among 

other factors.

Something we always advise adoptees about is that at the time of initiating the 

search, they must be very specific about who they want to initiate a search for. There 

have been many stories of adoptees who have had information withheld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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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file review simply because they did not explicitly state that they wanted to 

know about someone. Many adoptees assume that by doing the file review, they will 

learn about whoever is included in the file, but it’s not always the case.

During my time as Secretary General at G.O.A.’L, KAS employees and adoption 

agency caseworkers alike have directly informed me that the SAL does not permit 

them to search for anyone except for the adoptee’s birth parents because the law only 

mentions birth parents. However, the law does not in any way state that birth family 

searches are limited to only birth parents, but strangely this is the conclusion that 

adoption agency and KAS caseworkers have come to. Indeed, the same individuals also 

think that they aren’t allowed to search for the foster families that took care of the 

adoptees before they were adopted because they aren’t mentioned in the law. This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law has caused much distress for those searching for 

birth families and much time has been wasted as a result.

An adoptee recently told us of her experience with her adoption agency. Her birth 

mother had written a letter to the adoptee with the hope of meeting her again, and 

placed it in her file at her adoption agency. The agency did not contact the adoptee 

about the letter, and by the time the adoptee contacted the agency ten years later, 

the letter was given to the adoptee, but it was too late. Both parents had already 

passed away by that time and now that adoptee will never be able to meet her birth 

parents.

Time is not on our side when it comes to birth family search. Our birth parents and 

relatives are getting older by the day and we don’t have the luxury of waiting years 

and years for broken policies and procedures to reunite adoptees with birth families. 

There should be a greater sense of urgency by the adoption agencies and KAS when it 

comes to birth family search to check every lead and make sure their findings are 

based on verifiable data.

The lack of verification is apparent when we look at the notification procedures that 

adoption agencies and KAS use when they try to get in touch with the birth family 

member. I’ve heard many stories from adoptees that went something like this. Aft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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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is sent, weeks go by before any follow up is initiated. The caseworker who 

sent the telegram can see that there was a signature, and believing that the birth 

parent received the message, concludes that the birth parent understood the telegram, 

and made an educated decision to not respond, thereby indicating that they don’t want 

to meet the adoptee, let alone give consent to release their information. The 

caseworker then tells the adoptee that the birth parent refused to meet and that the 

adoptee should give up. Without having received any actual response from the birth 

parent, that a caseworker gives the devastating news to an adoptee that their birth 

parent has been located, but doesn’t want to meet them, is beyond forgiveness.

The fact is that once that telegram has been sent, the sender has no idea what 

happens after it has been received or who it was received by. Another recent example 

comes from an adoptee that was reunited through her agency. Her caseworker sent 

several telegrams but didn’t receive any responses. It turned out that the nephew of 

the birth parent was at the residence and had signed for the telegrams, but forgotten 

to give them to the birth parent. In this case, luckily the birth parent eventually 

received the telegram from the nephew and contacted the agency, but how many times 

has the opposite been true and the birth parent never received the telegram? 

According to data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re than 64% of telegrams 

sent out last year went unanswered. 30% received a positive response of wanting to 

meet, and less than 6% refused to meet. The data supports our belief that more often 

than not, birth parents want to meet their children. 

Another point worth investigating is, even if someone responds to the telegram, how 

can the adoption agency or KAS be sure that the person they are speaking to is in 

fact the intended recipient? From what I’ve been told by caseworkers and adoptees, 

responses to telegrams are usually by phone. Whether there are procedures in place to 

verify the person’s identity and ensure that the person calling is in fact the birth 

parent is unclear, but in order for a refusal by the birth parent to meet or release 

information to be considered valid, more verifiable methods should be required.

We encourage adoptees to get a DNA test before they are reunited to mak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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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a doubt that the person who they are reunited with is their birth parent. The 

same should be true for those who refuse to meet the adoptee. If the person calling 

says they refuse to meet the adoptee, but isn’t actually the birth parent, the search 

should continue by the agency or KAS, but it doesn’t.

One of the narratives that we’d like to dispel is that birth parents don’t want to be 

found. It’s not as simple as that. There is a law in place that doesn’t make it safe 

for a birth mother to come forward if she has remarried. The new husband could 

press charges against her for having hidden this truth from him, and she could lose 

her family. When someone is in that situation, they don’t really have a choice but to 

remain hidden.

We want to remove as many unnecessary barriers as possible that prevent adoptees 

and birth families from reuniting because we believe that more parents want reunion 

than those who don’t. The reasons why we were put up for adoption are various and 

diverse, and don’t always come from a place where the adoptee is a secret to the 

family. Sometimes, adoptees got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in a busy market, taken 

to a police station and sent off to an orphanage before the parents could locate them. 

Sometimes a relative with good or bad intentions took the child while the parent was 

gone to an orphanage and told the parent when they returned that the child had died. 

Sometimes, the parent was forced to give up the child by other relatives. Sometimes, 

the parents intended to only leave the adoptee at the orphanage for a short time until 

they could get a steady job and when they came back for them, they were already 

gone. Sometimes, the parent doesn’t know that their child was taken to X or Y 

adoption agency, and when they receive a telegram from the agency, they don’t 

connect that it migh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ir child.

We can see even on KAS’s website that nearly 100 birth parents are searching for 

their children that were adopted and have posted information hoping the adoptee will 

contact them. To my knowledge KAS is not actively seeking birth parents for this part 

of the website, so imagine how many more posts there would be if it was more 

actively promo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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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at in mind, we are addressing you all here today to encourage you to be 

brave enough to try and imagine this process as one where both sides want to find 

each other. What would the birth family search process look like then and how 

different would that be from what it is now? We would like to work with the agencies 

and KAS to make this possible, but keep hearing that the SAL is preventing them 

from doing more. We’d like to revise the law so they can work without the current 

limitations of the SAL and focus their efforts and energy on bringing long-lost 

families together again.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 사례와 

문제 진단

김애니 (ASK 운영위원회 위원)

3 _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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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제 이름은 애니이고 한국 이름은 김현숙입니다. 저는 현재 입양에 대한 인식과 

옹호에 대한 변화 그리고 입양을 대신 할수 있는 지원등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외입양인연대의

(Adoptee Solidarity Korea)의 조정위원회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껏 친부모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외입양인들을 대신 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어

려움이 없어지길 바라며 저의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1988년에 출생하여 1989년 미국으로 보내졌고, ‘새크라맨토'라는 캘리포니아 북쪽의 작은 도

시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음은 물론,한국인 이라는 자각을 

해 본적도 없고 미국에 보내지기 전의 제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단서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열다섯 살이던 어느 날, ’대장금’이라는 한국드라마의 비디오 테이프 표지에 있는 탈렌트 ‘이

영애'씨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이영애'씨가 저의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

다.그 후로 제가 ‘이영애'씨의 사진을 볼때마다 모든 사진을 간직하게 되었고 언젠가 다시 엄마와 만

날수 있을거라는 소망을 가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으로 와서 제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 대학을 졸업해 일을 하며 저금을 했고 드디어 

지난 해 11월 한국으로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한국어를 배워서 언젠가 제 가족을 찾으면 한국어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곧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입양원을 통한 친부모 찾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5월 중양입양원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연락이 닿았고 제 친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 입양당시의 주소를 찾았다며 제 친모의 현재 주소지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두달여간 아무런 연락을 받을수 었었고 결국 저는 중앙입양원 측으로 직접 연락을 해 아무

런 진척이 없다고 해도 직접 방문하여 입양파일을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방문을 하여도 제 친모에 대한 정보는 무엇도 제공할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도 본 적없는 저의 입양파일을 직접 보고 싶어 방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8년동안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제가 태어난 곳,시간,몸무게 등 ‘나’ 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싶었습니

다. 사실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F4비자를 신청하며 저에게 한국 이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

었거든요. 자라나면서 한번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분명 내가 떠나온 나의 고향이 

한국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으면서 더더욱 저는 저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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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양입원에 방문한 저는 입양당시 저의 정보에 대해 알수 있었지만 저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알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제가 합정에서 오후 5시 18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불과 몇분 거리에 있는!) 묘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영아인 ‘애니-김현숙'은 목욕하는 것을 좋

아하고 앉아 있을수 있으며 여자 보다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울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

으면 웃는 아기이고 이름을 부르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기인 저의 사진을 보았으

나 처음엔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린 제 자신의 사진은 유아 시절

이기 때문이었습니다.아기인 제 자신을 보는 것은 정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저의 친모나 가족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앙입양원 관계자

는 일주일 정도 전, 제 친모에게 서신을 전달하였다고 말했지만 그에 대해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오

직 기다림뿐이라는 대답을  들을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달된 등기우편은 분명 전달 받은 사람에 

의해 서명이 되 있었다고 하였고 저는 서명을 한 사람이 저의 엄마이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저의 입양파일의 복사를 요청하였고 그와 함께 주요내용이 검은펜으로 지워진 등기우편 조회 

서류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검은펜으로 지워진 등기조회번호가 완전히 

다 지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버스 창문에 종이를 덧댄채 16자리의 조회번호를 알아낼수 있게 되

었습니다. 관할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등기우편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

습니다.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 오후 저는 저와 같이 해외로 입양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친부모님과 

가족을 찾을수 있게 되어 몇년째 교류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낸 주소로 엄마를 찾아가야할지 중앙입양원측에서 보낸 서신에 엄마가 답하기를 기

다려야 할지(혹은 정말 엄마가 전달받은것이 맞긴 한지..)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 나쁜 일

인지 혹시 엄마가 나를 만나고 싶은게 아니면 어떡해 해야할지 그게 아니면 엄마가 나를 잊어버린 

것이면 어떡해 해야하는지 엄마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 친구는 ‘너의 인생'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조언일수도 있겠지만 당시 저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모든것이 제 선택을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가령 입양이 된것도 저의 선택이 아니었고,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나 한국문화를 이해

하지 못하는 것,친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에도 아무 말을 할수 없는 것까지도요. 그래서 저를 낳아준 

제 엄마를 만나는 일까지도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 판가름지어질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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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소지로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중앙입양원이나 홀트가 저를 제 엄마와 만나지 못하게 한다

고 해도, 그리고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저는 꼭 나는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

다. 저의 일평생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어왔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친

구의 도움으로 차를 빌린 저는 한시간 반정도 떨어진 ‘경기도'의 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종이에 적힌 주소에 맞는 대문을 두드렸

고 엄마의 이름을 말하자 약 십분후 한 여자분이 나왔고 저는 그 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의 엄마라

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 분에게 말씀드리자 우리 둘은 서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이렇게 비현실 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불편한 기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엄마가 있다는 것에 매우 친숙하고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제 엄마는 

정말 저와 꼭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앞치마를 하고 슬리퍼를 신은 제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지

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이영애'씨와도 조금 닮았었습니다.

우리는 몇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엄마는 홀트를 통해 몇달전 편지를 받은 후 저를 찾기를 

원했지만 그 편지에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곧 홀트에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자 홀트측에서는 확인후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입양원의 서신 역시 이주 정도 전에 전달받았으며 이전 홀트 측에서의 실수에 대해 말

하고 저를 찾을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그 날 아침 중앙입양원에서 

전달받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었습니다. 두 단체 어느 곳에서도 저와 제 친어머니와의 연결고

리를 찾을수 없었나봅니다.

또한 엄마는 결혼을 하였고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족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엄마와 저 

둘다 김치전과 팥빙수를 좋아하는 점이 같았습니다. 엄마의 고향은 전라도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60살이 될때까지 돈을 모아서 은퇴한 후 저를 찾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달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모들 그리고 할아

버지 사촌들의 사진들을 보게되었고 또 엄마의 남편분도 만날수 있었습니다. 그 분은 저 역시 다름

없이 똑같은 딸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된 서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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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앙입양원을 한달 전 저에게 연락이 와 여전히 제 친모에게서 연락을 받을수 없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엄마가 중앙입양원에 직접 전화를 하여 우리가 이미 재회를 했다고 말한 후 였습니다.홀트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친엄마를 찾기위해 한국으로 온 저의 노력은 등기우편 추적 서류의 조그마한 실수가 없었다면, 버

스의 창문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물거품이 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몇년 동안 친부모를 찾기위

해 노력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입양인 친구들 혹은 친부모를 찾았다는 연락에 DNA테스트

를 실행했지만 두번씩이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입양인 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입양인들의 

친가족을 찾기위한 노력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단서를 찾기위한 노력이 단순한 사고나 운에 의지해

서는 안될것입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다면 저와 저의 친구들이 겪은 일들과 같은 어려움은 점차 

없어지겠지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이영애'씨를 저의 엄마라고 생각하던 시절부터 국외입양인

들의 친가족 찾기를 돕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가족을 찾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

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입양인을 돕는 것과 친가족 찾기를 위해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에 관한 법이 바뀔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그리고 입양인들이 본

인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정보를 알권리가 생길수 있도록 해 주세요.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수 있는 권리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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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good afternoon. My name is Annie. My Korean name is Kim Hyeon Sook. I 

am on the steering committee of Adoptee Solidarity Korea, an adoptee organization 

whose mission is to raise awareness, advocate change, and support alternatives to 

intercountry adoption. 

I’m here today, though, to talk a little bit about my own personal experience with 

birth family search, in hopes that it will help improve the search process and access 

to birth records for other adoptees like myself. 

I was born in 1988, and was sent to the US in 1989. I grew up in Sacramento, a 

small city in Northern California. Growing up, I knew nothing about Korea, being 

Korean, or who I was before I was sent to the US. 

When I was fifteen, I saw a picture of Lee Young Ae on the cover of a Dae Jang 

Geum VHS and became convinced that she was my mother. I saved all of the photos 

of her I could find, and secretly hoped to meet her so we could be reunited.

I moved to Korea last November,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and working for a 

few years. I studied Korean at Ewha, because I wanted to speak Korean with any 

family I was able to find here. I opened up a case at KAS to start searching. In May, 

a social worker at KAS contacted me to let me know that she had found my mother’s 

name, ID number, and address at the time of my adoption. She said that she would 

try to locate her. 

After two months of no word, I called KAS and asked for an appointment to see 

whatever was in my adoption file. I was told that it was unnecessary for me to come 

in, since KAS wouldn’t give me any identifying information about my mother, but I 

insisted. I had never seen my adoption file before, and wanted to see firsthand 

anything that was available to me. 

I wanted to know basic things like where I was born, what time I was born, how 

much I weighed--any information about who I was. I had just learned the correct 

spelling of my Korean name a few months earlier, when I applied for an F4 visa and 



52

received a copy of my family registry.  Growing up not knowing anything about who I 

was, and then living in Korea and feeling disconnected from the country that was 

supposed to be my homeland, I was desperate to find any information about who I 

was.

At KAS, I was allowed to see my adoption file, minus any information about my 

family.  I found out that I was born at 5:18pm in Hapjeong--coincidentally just a few 

blocks from where I’m living now. It was the weirdest sensation, realizing that I was 

born on literally the same street I walk down every day. I also learned that as a 

baby, I liked baths, sitting up, and men more than women. I cried when I was alone 

and laughed when people were around. I responded to my name. I also saw a photo of 

me as a baby--I didn’t recognize myself. The earliest image I have of myself is as a 

toddler, so it was strange to see myself as a baby.

However, I wasn’t allowed to see any information about my mother or other family 

members. The KAS social worker told me that she had sent a telegram to my mother 

a week or so earlier, and all I could do was wait for a response from her that she 

wanted to meet me. Someone had signed for the letter, so someone had read 

it...hopefully it was my mother. 

I asked for a copy of my file and a copy of the receipt from the telegram. I 

received both, with the tracking number on the receipt obscured by a black pen. On 

the bus ride home from KAS, I noticed that the tracking number wasn’t fully covered 

by the black pen. I held the paper receipt up to the window of the bus, and saw a 

16-digit tracking code. Using my cell phone and a short call to the local post office, I 

had a name and address. I was shocked. I didn’t know what to do. 

That afternoon, I had plans to meet a friend, who’s also adopted. She had been in 

reunion with her parents and older siblings for a few years. I asked her what I 

should do--should I visit the address? Wait to see if my mom would reply to the 

telegram, if she even actually received it? Would it be bad to go? What if my mom 

didn’t want to meet me? What if she forgotten about me? What if she didn’t lik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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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riend told me to do whatever I wanted. “It’s your life,” she said. “Do whatever 

you want to do.” It sounds like such generic advice, “do whatever you want.” But it 

was exactly the advice I needed.I felt like everything up until that point had been out 

of my control--I had no control over being adopted, no control over not speaking 

Korean or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and no say even in my own birth search. 

Others still controlled whether or not I was even allowed to meet my own mother.

I decided to drive to the address and see what happened. Even if KAS and Holt 

wouldn’t let me know my mother, and even if she rejected me, I decided that I had 

the right to know who I was and where I came from. I had waited my entire life to 

find out where I came from, and even returned to Korea to search. 

With the help of a friend, I rented a car and drove to the address. It was about an 

hour away, in Gyeonggi-do. I remember it was raining hard that day. I parked 

alongside a nondescript apartment building. I knocked on the apartment door and said 

the name of my mother. After ten minutes, a woman came. I saw her face, and I 

knew instantly she was my mother. 

I introduced myself and we both began to cry. It was the strangest feeling--I felt 

both uncomfortable because the situation was so surreal, and so comforted and 

familiar because she looked so familiar. I think it was because we have a similar 

face, so it felt like I was looking at a version of myself, wearing an apron and house 

slippers. And surprisingly, she did look a little bit like Lee Young Ae. 

We sat and talked for a few hours--she told me that she had been looking for me 

too. She had received a letter from Holt about four months prior, but the letter had 

my name wrong. 

She called Holt and explained that the letter had her daughter’s name wrong. Holt 

told her that they would look into the mix-up and call her back, but they never did. 

She had also received a letter from KAS two weeks prior, and she called KAS and 

told them about the previous Holt letter and asked them to help her find me. This 

was different from what I had been told at KAS that very morning--I guess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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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n’t made the connection between me, and my mom’s phone call. 

She told me that she had remarried, and I had two siblings. She owns a jokbal 

restaurant. Our favorite foods are both kimchi jeon and patbingsoo. Our family is 

originally from Jeolla-do. She said that she had always wanted to find me, but she 

didn’t know how to. Her plan was to work and save money, and after she was 60 she 

wanted to retire and find me.  

Over the next few months we got to know each other. I saw photos of my aunt, 

grandfather, and cousins. I met my mom’s new husband, who said I am now one of 

his daughters too. We are all working on building and navigating a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KAS contacted me a month ago and told me that there was still no response from 

my mother. KAS also finally called my mother back, who told them we had already 

found each other. Holt never called her back. 

I moved to Korea to find my mother, and because I held a telegram tracking receipt 

up to the bus window, I was able to. Without this accident and a bit of luck, w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find each other. I have friends who have been searching 

for years with no results, and friends who have been told their parents have been 

found only to find out that there was no DNA match--twice. Finding our families and 

knowing our histories shouldn’t depend on accidents or luck, when we have the 

opportunity to fix the Special Adoption Law so that it works better.

My friends here have been working with birth family search for years, since the 

times I used to look at photos of Lee Young Ae and pretend she was my mother. They 

know what changes need to be made for birth family search to work better. They 

have committed their lives to helping adoptees and birth families. Please, help us 

change this law so that we can find each other, and so that adoptees can have access 

to whatever information is available. Everyone has the right to know who they are. 

Thank you. 



친가족 찾기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방향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

4 _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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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을 알 권리

“The child shall …… hav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위 조문에 근거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 국가를 상대로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 입양 아

동 본인의 출신을 알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

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연령 및 전문적 지원 조치를 포함한 상기 목적

의 법적 절차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1) 우리나라 헌법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한 내

용이며, 알 권리의 보장은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2) 따라서 입양인과 그 가족이 입양기

록에 접근할 권리, 나아가 가족을 알 권리는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와 헌법 제21조에 근거하

는 기본권이다. 헌법 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전에 입양인과 그 가족의 가족찾기는 자신의 정체성

을 알고자 하는 근원적인 인간의 욕구에 근거한다. 

그러나 2015년 국정감사 기간에 최동익 의원의 요청으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양특

례법 개정(2015. 8. 5.)이후부터 현재(2015. 8.)까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으로 접수된 입양정

보공개청구 건 중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이 되어서 친생부모의 동의에 따라 입양 정보가 공개된 경

우는 14.7%에 불과하다. 소재지가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거부, 사망, 무응답으로 인해 

정보 공개가 거부된 경우는 33.3%, 애초에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50.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입양인으로 하여금 현행 입양특례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친가족찾기 

지원시스템을 불신하게 만든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9),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207~208쪽

2) 91. 5. 13. 90헌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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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요청 

건수

소재지 파악 가능(48.0%) 소재지 파악 불가(50.9%)

기타

(소재지 

파악중)
소계

정보 공개

(친생부모 동의)

정보 비공개

(정보공개   

거부,사망, 

무응답, 등기반송)

소계

친생부모 

인적사항 

미비1)

친생부모 

인적사항 

부정확2)

계 4,790 2,301
705

(14.7)

1,596

(33.3)
2,437

1,058

(22.1)

1,379

(28.8)

52

(1.1)

’12 258 62
26

(10.1)

36

(14.0)
196

56

(21.7)

140

(54.3)
-　

’13 1,252 848
274

(21.9)

574

(45.8)
404

14

(1.1)

390

(31.2)
-

’14 1,626 813
267

(16.4)

546

(33.6)
813

365

(22.4)

448

(27.6)
-

’15.8 1,654 578
138

(8.3)

440

(26.6)
1,024

623

(37.7)

401

(24.2)

52

(3.1)

* 2015 국정감사 최동익 의원 요구 복지부 제출 자료 중

     

우선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인의 부모를 알 권리를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지 않다. 단지 제36조, 

단 한 개의 조문을 통해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마저 현 조문에는 입양인 이외 친생부모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정보공개 접근에 대해서

는 언급 하고 있지 않아 입양인과 그 가족의 결합권에 대한 보호가 공백인 상태이다.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권리로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입양특례법 상 정보접근권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양기

관과 관련 시설은 입양인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듯 오인하고 있어 입양인의 정

보접근권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입양인과 그 가족의 가족결합권을 권

리로서 분명히 선언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과 현장 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안

<신설>

제36조의 2(가족찾기) ① 양자가 된 사람, 그의 직계비속, 

친생부모, 친생조부모, 같은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게서 태

어난 형제자매(입양인과 그 가족)는 입양으로 인해 분리

된 가족을 찾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인과 그 가족의 결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36조의 3 (정보제공의 의무) 법 제36조에 따라 정보공

개의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소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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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확대- 입양특례법 제36조 제1항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자가 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인 이외에도 친부모와 그 가족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하여 입

양기록에 대한 접근 및 가족을 알권리를 갖는다.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에는 위헌적 소지를 갖는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입양아의 건강이나 사회적 경력에 대한 비식별정보를 친생부모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37개 주에서는 친생부모 뿐만 아니라 친형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공개입양이 증가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감소됨에 따라 입양으로 분리된 가족들

의 친가족찾기의 욕구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법 제36조의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친생부모, 입양인의 자녀(입양인 사망시), 입양아동의 형제자매(입양된 자매, 입양 이후 출생한 형제

자매 포괄), 친생조부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안

제36조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는다

제36조 ① 양자가 된 사람, 그의 직계비속, 친생부모, 친

생조부모, 같은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

매는 --- (이하 같음).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자가 된 사람의 

직계비속은 성년으로서 양자가 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정

보공개를 청구를 할 수 있다. 3)

3. 정보공개의 대상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

현행 입양특례법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을 항목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

다. 그 결과 입양인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입양기록 일체를 열람하

거나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친생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1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

목별 정보만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정보인 친생 부모 이외

의 가족(형제자매 등), 위탁부모, 그 밖에 입양인이 입양 전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입양기관은 입양인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입양기록 원본의 사본을 제공

하지 않고 영어로 번역된 서류만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시 입양기록 원본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고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미국의 경우 친생부모와  형제자매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친가족 찾기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에리조나, 아칸소, 콜로

라도, 코네티컷, 조지아, 미시시피 등에서는 입양인의 성인 자녀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버몬트, 와이오밍 등에서는 친조부모에게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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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정보만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그 외 입양기록 일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양인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제13조 (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생부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입양 당시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가. 이름

나. 생년월일

다. 주소

라. 연락처

2. 입양 배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나. 입양일 및 입양 사유

다.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을 말한다)

3.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4.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입양정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 (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보유하는 관련 기록 

일체를 뜻한다. 

②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인

적사항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이름

나. 생년월일

다. 주소

라. 연락처

마. 주민등록번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① 법 제36

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한다.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

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

자우편으로 송부

②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신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① 법 제36

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한다.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

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

자우편으로 송부

②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하고 정보공개를 할 경우에

는 관련 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 후 그 외 문서 전

체에 대하여 제1항, 제2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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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청구기관의 확대- 시행령 제14조 제1, 2항

입양인의 알권리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 국한되지 않는다. 입양기관에 입양의뢰되기 

전에 입양인들이 거쳐 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또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

면 입양인이 입양되기 전에 고아원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했을 경우에는 고아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가정위탁된 적이 있다면 해당 가정위탁기관 또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인과 관련된 기록은 입양인에 대한 것이므

로 입양인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알권리에 따라 당연히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

만 현실에서 입양인들은 번번이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 제36조를 구체화하고 있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선하여 입양인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는 시설과 공공기관을 망라하고자 한다.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양특례법 제36조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

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

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양특례법 제36조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 아동복지전담기관 등이 보유

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

구대상이 되는 기관, 정보의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앙

입양원"이라 한다)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앙입양원"이

라 한다) 

2. 입양기관의 장 

3. 입양 전 보호되었던 아동복지전담기관과 아동보호시설

의 장

4. 입양 전 또는 입양기록 상 입양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

등록센터, 시,군,구청 

5. 입양인을 발견 또는 보호했던 병원, 경찰, 소방서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곳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중앙입

양원 또는 입양기관(이하 "입양기록보유기관"이라 한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模寫電送)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입양기록보유기관’)에 직접 제출하

거나 우편·모사전송(模寫電送)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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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1) 제36조 제3항의 제한적인 적용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양기관과 중앙입양원은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라 하

더라도 입양인에게 치료를 위한 목적이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해석과 법 적용으로 인해 친생부모가 사망함으로써 친생부모에 대한 사생활비밀의 보호 필

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추가로 의료상 목적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아 입양인은 알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 해석과 적용은 입양특례법 개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 동 조문은 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와 ‘친생 부모의 사생활 보호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양특례법 개

정 당시 반영되었다.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해야 

할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생존하는 입양인의 알권리가 우선되

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적인 조건 없이 

입양인에게 입양기록 전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취지에서 ‘의료상 목적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양인의 정체성을 알권리는 

입양인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연결되어 있어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권과 비교형량했을 때 입양인의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잘못된 법 적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

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입양기관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에 대한 지침과 교육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2) 친생부모의‘동의 없이’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의 구체화- 시행령 제15조의 2 신설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입양인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즉 법 제36조 제3항

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서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어

떠한 경우를 뜻하는지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데 친생부모의 사망 이외에 실종선고가 되었

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정신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사항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한편 입양기

록상 기재된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허위의 가공 인물인 것으로 드러나거나, 실제 친

생부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도 기록상 부모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으로 기

록상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기록 일체를 입양인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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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제3항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

당하는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입양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친

생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기질 또는 질환, 장기 이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 2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①법 제36조 제3항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란 친생부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뜻한다.

1. 사망

2. 실종선고

3. 치매, 의식불명, 정신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

4. 입양서류상 기재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

르거나 실재하지 않는 경우

<신설>

②법 제36조 제3항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란 “입양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

해 친생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기질 또는 질환, 장기의 

이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6. 친가족 찾기의 지원

(1) 신뢰할 수 있는 가족찾기 절차의 도입- 입양특례법 제36조의 4 신설

현재 입양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입양기관과 중앙입양원이 제공하는 친가족찾기 지원을 신

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이 진행하는 친가족 찾기 시스템 아래에서는 어

떠한 방식으로 친부모 찾기가 이루어졌는지, 연락은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나 했는지, 친부모에게 

입양인의 소식이 도달했는지, 그에 대한 친부모의 의사는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행 입양특례법 상 친가족찾기 지원의 절차와 내용, 통지하는 방식에 대한 불완전한 입법은 입양인

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자면 미국 애리조나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CI(Confidential 

Intermediary)가 개입하여 신원 확인 및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한다. 신원을 확인하여 

접촉에 성공한 경우에는 확인된 의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신원확인이 안되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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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안

<신설>

제36조의 4(가족찾기의 지원)

① 중앙입양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인과 대상자 간 가족 

관계의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②중앙입양기관과 입양기관은 정보공개 대상자가 정보공

개를 거절한 경우에는 수색절차와 과정, 취한 노력 및 조

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Social Action and Family Code에서 입양인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청권자의 신청과 대상자의 동의 의사 여부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 다만 정보공개 신청 대상자가 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비밀로 유지

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본인의 신원 정보가 사후에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으로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CNAPOP4)에서 정보공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5)

따라서 현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은 친가족 찾기 과정 상 절차와 내용을 입양인에게 투명하

게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친부모에게 입양인의 의사가 도달했으나 

정보공개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 의사가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양인에게 전달될 필요

가 있다. 일례로 입양인들은 친부모의 자필 서신 또는 육성 녹음 파일 같은 형식으로 친부모의 거부 

의사가 입양인에게 전달된다면 지난 수십년간 열망해온 자신의 정체성 찾기를 포기할 수 있을 거라

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는 담당 직원이 입양인에게 구두로 결론만을(정보공개에 대해 거부한 사실) 

전달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선 중앙입양기관과 입양기관은 수색절차와 과정, 취한노력 및 조치 등에 대한 보고서

를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거절하는 친생부모의 의사를 자필 서신 또는 육성 녹음을 통해 입양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여 입양인과 그 가족이 친가족 찾기에 성

공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여 실재 가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014년 중앙입양원의 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입양인과 친모의 DNA검사에 대해 총 5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친부모의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하거나(예: 주민등록 말소 등) 연락은 

되었으나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시절차를 통해 입양기록을 공개하는 방

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The National Council for Access to Personal Origins (CNAOP) was established by the Law of January 22, 2002, passed unanimously 

by MPs. The CNAOP was formally established in September 2002.

5) 입양인의 가족찾기와 관련한 미국, 프랑스 입법례는 공감 제21기 자원활동가 양재원, 박재홍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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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안

③ 중앙입양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대상자의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정보공개 대상자가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

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④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 지

원, 수색 보고,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 입양서류상 기재된 친생부모가 제3자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입양특례법 제36조의 5 신설

친가족찾기 절차를 통해 친가족을 찾았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가족이 아닌 사례가 실재 발생하

고 있다. 이는 입양기관이 입양 당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입양 사실을 기록했을 가능성

을 내포한다. 이 경우에도 무엇보다 친가족 찾기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 당시 착

오로 비슷한 시기에 입양된 다른 아이와 바꾸어 기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기록 중 신청 입양인의 입양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 3개월 간 이루어진 입양기록을 면밀히 대조 검토하여 착오지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절차를 보

장하여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입양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 또는 관련된 가족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밝혀진다면 조사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안

<신설>

제36조의 5(조사 등) ①제36조의 2의 신청에 따라 정보 

공개 절차를 진행한 결과 입양기록에 기재된 친생부모가 

실제 친생부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입양인의

신청에 따라 중앙입양원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과거에 국내 또는 국외로 입양된 입

양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입양기관이 보유한 입양기록 중 

해당 입양인의 입양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전후로 3개월 

사이에 진행된 입양기록을 모두 검토하는 등 친가족 찾기

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해당 입양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입양기관 또는 입양과 관련

된 사람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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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앙입양원 

(1) 정보수집의 범위 - 시행규칙 제23조

입양정보 공개 서비스의 질은 결국 해당기관이 얼마나 양질의 완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좌우한다. 중앙입양원의 경우 직접 입양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입양기관이 중앙입양원에 

제공하는 입양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상 중앙입양

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항목으로 열거만 하고 있어 중앙입양원이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

양기록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현행 법 상으로는 입양기관이 입양업

무를 폐업하는 경우에 한해 입양 기록 일체를 중앙입양원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시

행규칙 제25조 제2항). 이때 폐업은 하지 않고 입양업무를 종결한 기관에 대하여 입양기록을 중앙입

양원으로 이관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또한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의 입양기록도 중앙

입양원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양업무를 폐업 

또는 종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즉 입양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자연재해 또

는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기록이 소실될 위험성과 입양기록이 

한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정보 자료임을 감안하면 중앙입양원에서 

이원적으로 입양기록 일체를 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양기관은 폐업 또는 종업과 상관

없이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양기록 일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안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입양정보의 제공) ① 법 제

21조제4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2.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양 

사유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3.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성명·생년월일·국적·

주소 및 연락처

4. 법 제11조·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

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및 입양신고일(국외입양의 경

우 출국일을 말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

하는 경우 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입양정보의 제공) ① 법 제

21조제4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입양허

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 기록 일체를 중앙

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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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구성-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6조

현재 중앙입양원의 대 입양인 서비스가 제자리를 찾고 입양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사

회 운영 및 구성 단계에서부터 입양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중앙입양원의 이사 구성에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가족찾기 

및 사후관리 과정에 입양인과 원가정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안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6조(중앙입양원 임직원의 임명절

차와 임기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의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장이 임면(任免)하되,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26조(중앙입양원 임직원의 임명절차와 임기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

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때 이사에

는 성인이 된 국내․외 입양인과 친생부모가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의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장이 임면(任免)하되,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법 적용대상에 대한 유권해석- 입양특례법 제36조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입양특례법 제36조 제1항)

일선 입양기관에서는 동법 제36조에 근거한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해

석하여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동 조문의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을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

행된 이후에 입양된 입양인으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양기관의 제한적인 법 해석

과 적용으로 인하여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받고 있다.   

입양인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체성 찾기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법”

을 법문 그대로 현행 입양특례법으로 한정해서는 안되며, 입양과 관련 된 특례법 이전의 연혁 법 모

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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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가족 찾기 기간에 대한 규정- 시행령 제16조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6조는 입양정보의 공개결정 기간을 기본적으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장 45일 이내에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였을 경우 최초 신청시부터 정보제공 

완료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86일인 것으로 드러났다.6) 최장기간 50건의 경우에는 200일부터 

800일까지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의 기간은 현실적

으로 전혀 이행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법과 현실 절차상 괴리는 친가족찾기 지원시스

템에 대한 입양인의 불신을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공개청구부터 결과에 대한 

통지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입양기관과 중앙입양원을 통한 친가족 찾기 과정이 관련 공공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받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 결과 통지 기간을 현실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정보제공 동의 편지 형식의 문제점

입양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입양기관은 입양기록상 기재되어 있는 친생부모를 수색

하여 주소지를 파악한 후 친생부모를 상대로 정보공개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시행

령 제15조 제1항). 이때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7호 서식에 따른 입양정

보공개동의서를 발송하는데 위 동의서 상에는 동의자, 입양아동, 동의사항이 모두 공란으로 처리되

어 있어 동의서만으로는 수신인에게 취지가 명확히 전달되기 어렵다. 따라서 입양기관에서는 동의서

를 받아볼 친생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신을 동봉하는데,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서신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양식이 존재한다.7) 유형 1과 2의 경우에는 비교적 동

의서를 발송하는 취지가 명확히 전달되나 입양인의 이름으로 미국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유형3의 경

우에는 과연 서신을 받는 이가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특히 입양 당시 친부모가 

미혼모였을 경우에 유형3의 서신을 동봉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기준 정보제공동의 요청 총 건수 

813건 중 ‘응답없음’이 360건(4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8) 지금과 같이 높은 무응답 비

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에 대한 통지 과정에서 동의서 발송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보장할 필요가 시급하다.   

6) 2015 국정감사 최동익 의원 요구 복지부 제출 자료 중

7) 2015 국정감사 최동익 의원 요구 복지부 제출 자료 중

8) 2015 국정감사 최동익 의원 요구 복지부 제출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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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1

사람을 찾습니다 

 

______년생이며 생후 ____월 정도에 _______로 입양되었던 입양인(이름: ○○○)이 친부모님을 애타게 찾고 있

습니다. 이분의 친부모님이 되시거나 이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__________으로 연락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유형2

입양인이 친 가족을 찾습니다.

 

저는 ________의 ○○○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해외 입양인의 친가족찾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불쑥 연락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_______년생의 입양인이 친 가족을 찾고 있지만 친 가족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친 가족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

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입양인은 친 가족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은 전혀 없으며, 현재 자신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 친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양인이 친가족에게 쓴 편지 중 일부분입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외국에 입양을 보내셨지만 저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그리움은 있었지만 원망

이나 미워 한 적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저의 안에 기억조차 알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놓을 수 있을 수만 있

다면 저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날의 기회가 온다면 평생 기억을 하고 감사드릴께요.”

 

만약 입양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입양인을 아시는 분은 _______으로 연락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유형3

안녕하세요? ○○○님.

 

미국에 사시는 ○○○님의 부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말씀드릴 것이오니 편지 받아 보시면 저에게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_____________ 입니다

 

혹시 제가 부재중이더라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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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의뢰 단계에서의 공적 개입 절차 도입- 입양특례법 제13조 제3항

현행 입양특례법 제13조 제3항은 입양동의의 요건으로 필요한 직접 양육시 지원 내용 및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한 상담을 입양기관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입양을 우선적인 선으로 간주하는 입양

기관에게 사전 상담을 맡기는 것은 원가정 양육에 대한 원칙을 실현하는 데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입양특례법 제3조는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정 양육의 원칙과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양 전 상담기관을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 기관

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도록 하여 입양 절차가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철저하게 아동 복리의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개입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양특례법 제13조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

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입양특례법 제13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

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친가족 찾기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김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1 _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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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는 인간으로서 정체성과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으로서

의 권리의 문제이다. 국가가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

니며, 이는 입양인의 권리문제이다. 이 때문 유예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

모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였고, 입양인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 제 

26조 제4항은 중앙입양원의 업무로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양특례법 제36조는 제1항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②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

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

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친생부모가 사망하거

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친생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양특례법 조항은 지나치게 친생부모의 사생활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국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이라고 함)이 정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교부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비

교하여 볼 때에도 협소한 규정이며, 법의 균형에도 맞지 않다. 

2. 관련 법률 검토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정보공개를 중심으로)

가. 관련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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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규칙>

제23조 (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3.1.8]

1. ｢민법｣ 제908조의4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민법｣ 제908조의5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2.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 대법원 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5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

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준용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 

ⓛ 제2조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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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ㆍ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

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

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5의2.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

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

는 경우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

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8.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

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9.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ㆍ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관련 법률과 입양특례법의 차이

입양특례법 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민법상 친양자의 효력과 동일하다( 입양특례법 제14조). 따라서 

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입양인은 성인이 되면 친양자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친양자관계증명서에는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등이 기록되어 입양특례법과 시행령이 정한 공개사항 보다 더 많

은 정보가 담겨 있으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교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읍·면의 장이 등록

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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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입양특례법이 친생부모의 사망과 의료 상 목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친양자입양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입양아동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친생부모와 양

부모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관계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 자녀도 친양자가 성

년이 된 후에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고(가족관계등

록법 제14조 제항, 규칙 제3항 2호),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법 제14조 2항 2호) 친양자입양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친양자입양증명서 교부 청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자의 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배우자, (친, 양친)부모, 자녀 

등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인의 친생부모를 알권리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가족관계등록법에도 불구하고 입양특례법은 정보공개를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입

양특례법상 입양을 친양자 입양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특히 국내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등

록법 상의 위 규정에 따라 성년이 되면 친생부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건으

로 두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물론 친양자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이외의 다른 정보를 알 

수있다). 

다. 사생활 보호

다만, 부모를 알 수없는 경우 즉 기아로 입양된 경우(많은 경우 국외 입양)가 주로 문제가 될 것

이다. 부모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친양자입양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친생부모를 알 수 없기 때문이

다.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중앙입양원, 입양기관이 가진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위 가

족관계등록법이 원칙적으로 친양자 입양의 정보를 공개해놓은 취지를 따른다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이상, 입양특례법에서도 입양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의 일관성에 부합하는 것일 

것이다.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입양정보의 공개 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특별히 요하는 취지는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이다. 친양자 입양에서도 친생부모의 사생활보호는 중요하다. 그렇다면, 입양특례법상 입

양에서의 친생부모의 사생활이 특별히 더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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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입양 등의 경우 친생부모는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않음으로서 자녀에게조차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를 원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어, 친생부모의 추정적 의사를 존중하여 사생활 보호의 필

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친생부모에게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를 보호해야할 필요성도 고려

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라는 엄격한 정보공개 요건을 두었다면, 자의 복리를 위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능한 한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고 하여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친생부모를 알아야 하며, 최대한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

하라는 취지이다. 

라. 개정방향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즉 ‘사망이

나 그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발제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사망 이외에도 실종선고, 치

매, 의식불명, 정신장애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 등을 추가하는 

데 찬성하며, 추가로, ‘친생부모에게 3회 이상 서면 또는 말로 동의여부를 통보하였으나 답변하지 않

은 경우’를 추가할 것에 대해 제안한다. 다만, 친생부모에게 서면이나 말로 동의여부를 통보하는 경

우 3회이상 통보를 받고도 답변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한 경우도 의료적 필요에만 한정하여 협소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법 조항과 같이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된다면 정보를 공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발제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질환

을 치료하기 위해 친생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기질 또는 질환·장기이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 복리를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가족관계등록법 조항과 같이 그 배우

자, 양친, 자녀까지 넓혀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법률 해석

실무에서 입양특례법 조항의 문언이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 법은 현행 입양특례법을 의미하고, 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에 따

라 입양된 사람에게는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보공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고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은 위법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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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은 새롭게 제정한 법이 아니며,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관한 특례법의 법명을 바꾸었을 

뿐 위 구법을 개정한 법이다. 입양특례법은 2011. 8. 4. 법명을 바꾸고 전면 개정되었지만 부칙 조

항에는 구법명의 부칙을 그대로 나열하여, 법명만 바뀌었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입

양특례법 상 ‘이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란 현행 입양특례법 및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입양특례법이 입양인의 인권을 위해 전면 개정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입양특례법이 구법에 따라 입양된 입양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임은 

당연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법에 따라 입양된 입양인의 정보공개 요청 등을 현 입양특례

법에 따른 입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후서비스 및 입양정보

공개청구제도

우홍식 (중앙입양원 사후관리부장)

2 _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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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원에서는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

족을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국내외 입양정

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들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종결 및 폐업기관과 현재 운영중인 입양기관을 대상으로 입양기록 이관(누적 약 17

천여건/’15년 예산: 144백만원) 및 DB구축사업(누적 79,653건/’15년 예산: 176백만원), 위기입양인 

지원, 입양인 DNA테스트 지원 및 유럽권 상담원 배치 등 입양정보공개청구서비스 확대, 국내․외 입

양인 및 입양가정과의 간담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국내·외 입양인 사후관리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국내·외 입양인의 사후서비스를 지원(매년 1,467백만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모국방문사업을 통하

여 우리나라를 찾는 국외입양인을 ’13년부터 매년 350여명씩 지원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을 통하여 

10개국의 3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입양인들 역시 늘어남에 따라 

입양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사후서비스 확대에 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입양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친가족 찾기”임은 틀림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다양한 사후서비스 중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는 2012년 8월부터 국내․외 입양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

도로, 현재 우리원과 입양기관에서 입양인들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입양인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여러 제한사항들

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원의 가족찾기 업무 수행 시 입양서류 미보유에 따른 한계 발생입니다. 현재 우리원에

서는 입양기관의 2012년 8월 이전 입양정보에 관한 DB 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나 단편적인 51개 입

양정보의 조합만으로 친생부모 찾기 상담 및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따라서 입양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시간이 불가피하게 지연

되고 있습니다. 

둘째,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보관중인 입양기록물의 미비 또는 부실입니다.

과거 입양 관행상 친생부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기아의 경우에

는 발견정보 외에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친생부모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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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 입양기관과 업무를 협조하여 입양을 진행하였거나 입양을 진행했었던 기관들 역시 보유

하고 있는 기록물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정보를 보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

일내에 오래전에 폐업한 기관들까지도 적극 발굴하여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족찾기에 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입니다.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친생부모”에 한해 정보공개가 가능함에 따라 과거 

입양서류에 남아있는 친생부모 외 친가족(인우보증인 등), 위탁모 등 입양인이 자신의 과거 속에 남

아있는 관계인들을 찾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안타

까운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6조제3항에 의거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친생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

도록 규정됨에 따라 실무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상 목적”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

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측에 그 기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같은 질환이라도 의학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상황별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수신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제안된 개정

안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넷째, 친생부모의 정보공개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 관한 각 입장간의 차이입니다. 현재 행해

지고 있는 전보 또는 등기의 방식은 친생부모 당사자가 해당 우편물 수령 후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동의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양인들은 

우리원과 입양기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 직접 방문 또는 전화연락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제공 동의없이 전화번호 획득은 어려우며, 직접 방문은 친생부모 가정에 예기

치 않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자리를 빌어 표준화된 친가족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점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자리가 현재의 문제점만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원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겸허히 수렴하여 가족찾기에 대한 입양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

해나갈 것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관련 토론문

(입양친생부모 및 원가족 입장을 중심으로)

강태인 (입양인 원가족 모임 민들레회 회원)

3 _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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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를 위한 입양특례법인가? 

입양(入養)은 소위 입양삼자(Adoption Triad)로 불리는 “입양아동, 양부모, 생부모의 문제를 한꺼

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입양삼자 중에 입양부모만 비용을 지불

하기 때문에 입양제도구성과 실행이 입양부모의 입장에 치우친 면이 적지 않았다(Brodzinsky, 

1990:295), 입양의 핵심적 가치는 ‘아동의 복지와 권리실현’(Kadushin & Martin, 1988)에 있고 

가정에서 아동분리는 마지막 정책 수단이어야 한다(UN결의안, 2010). 이를 위해 2012년 개정된 현

행 입양특례법은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라고 명시하고 대체로 입

양아동 중심으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우리사회 입양제도발전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부

분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입양특례법은 여전히 요보호아동을 입양 절차에 치우쳐 있고 정작 입양아동이 성인이 

되어 친생부모와 가족을 찾는데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성인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공개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입양인과 원가족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현행

법령(제36조 1항)상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입양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친생부모와 입양인의 형

제자매, 친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하다. 오늘 발제한 입양인 Annie(현숙) 씨의 사

례처럼 그간 친생부모들도 자녀찾기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기관으

로 수없이 정보제공을 거절을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입양 원가족 모임 민들레 회원으로 활동했던 

친생부 L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L씨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포기한 딸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져 2007년부

터 딸을 찾아 나섰다. “내가 안 찾아 나섰으면 얘는 부모를 영원히 못 찾아요. 왜냐면 얘는 호적이 없잖

아요.” L씨는 공식출생기록이 없는 딸이 부모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자신이 딸 찾기에 먼저 나섰

다고 한다. 

  L씨는 수소문 끝에 딸이 어느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딸이 28년 전 병원 화장

실에서 발견된 후 아동보호시설을 거쳐 81년 덴마크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L씨는 딸에 

관한 정보요청을 했으나 입양기관 직원으로부터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와 찾느냐”는 핀잔을 들었다. 덴마

크 입양법상 자녀가 찾기 전에 생부모가 먼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당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찾아갔지만 입양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고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L씨는 포

기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한 입양인 지원단체 GOAL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덴마크 입양인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입양기관을 방문했다. 여전히 냉소적이던 입양기관 직원들은 

함께 간 덴마크 입양인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3개월 동안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입양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놀라서 가보니, 5년 전인 2003년에 이미 L씨의 딸

이 가족을 찾아 한국을 방문했으나 찾지 못하고 대신 자신의 DNA 정보와 연락처를 남겨놓고 갔다는 것이

다. L씨는 기가 막혔다. “부모들이 오죽하면 버렸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냐구요!” 그래서 L씨는 직원들

이 친생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생

부모들이 먼저 자녀 찾는 것을 금하는 법률은 덴마크에는 없었고 프랑스에 있는 법이었다. L씨는 ‘자녀찾

기’ 자체를 친생부모의 이기적인 행위로 보고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와 찾느냐”

라고 말하는 당시 입양기관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나쁜 놈들”이라는 말로 그 서운함을 표현한다. 이후 

입양기관에서 연락하자, 딸은 DNA검사를 요구했고, 확인된 후에야 딸과 편지왕래가 가능했다([강태인 

,2014]에서 일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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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 청구대상자를 친생부모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과 입양

인의 친가족 찾기 보장을 위한 세부적인 개정안이 친생부모의 자녀찾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2. 법률 실효성 담보를 위한 보완 검토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로, 개정안 26조

(중앙입양원 임직원의 임명절차와 임기 등)에 관한 개정안에서 “이사에는 성인이 된 국내⋅외 입양

인과 친생부모 혹은 친형제자매가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로 수정되었으면 한다. 친생부모의 

경우 나이가 많고, 사회적 노출을 꺼려 중앙입양원의 이사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친형제자매로 확대하면 이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효성이 있는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로, 가족찾기 정보공개 및 제공과정에서 입양기관 및 종사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것을 제안해본다. 이번 개정안에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입양기관 등의 정보공개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만약

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하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실효성이 있을지 대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법44조 벌칙조항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

부하는 경우나 고의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볼만한다.

3. 친생부모와 원가족의 가족결합권 보장

사실 현행 입양특례법의 근본적인 아쉬움은 친생부모와 입양원 가족의 입장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입양’은 친생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서 시작된 자녀상실

사건이다. 특히 입양이 요보호아동 국가정책 미비와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친생부

모는 자녀상실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권희정, 2013). 또한 입양이 일부 산업화된 입양기관들에 의

해 촉진된 것이라면, 친생부모는 자녀를 빼앗긴 ‘희생자’일 수 있다(Hübinette, 2008; 김도현, 

2008). 자녀를 잃고 친생부모는 평생 씻지 못하는 죄의식과 피해의식 속에서 정신적 고통 속에 살

아가지만 여전히 입양담론에서 입양 친생부모와 원가족에 대한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강태인, 2014; 2015). 

이 같은 입양 친생부모와 원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현행 입양특례법과 입양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입양 친생부들이 겪는 아픔과 상실감 완화를 위해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양특례법에는 입양 후 친생부모들에 대한 사후상담서비스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친생부모들은 자녀를 포기한 후 겪는 상실감 완화를 위해 자녀생사확인, 자녀찾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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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를 시도하게 되는데(Silverman et al., 1988; Cowie, 2011; 강태인, 2014; 2015), 현행 입양

특례법 25조와 시행령 제5조에는 입양인의 모국방문과 가족찾기를 지원하는 조항은 있어도, 친생부

모의 자녀찾기를 지원하는 서비스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친생부모와 원가족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자녀의 생사확인과 자녀 면접권이다.9) 

그래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당시에도 <민들레회>를 중심으로 생모들은 입양특례법상 자녀들의 

생사확인과 면접권 조항 삽입을 요청하였으나, 입양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당국의 완강한 거부

로 포함되지 못했다.10) 그 결과 현재 입양아동의 원가족 중심보호를 지향하는 현행 입양특례법 역

시, 여전히 입양을 보내기 위한 법이지 아동의 원가족 보호를 지향하는 법은 아니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자녀포기에서 시작된다는 면에서 친생부모는 ‘입양의 최초개시자’(Rosenberg, 

2007:2)이고 따라서 중요한 ‘입양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 실천원리에 따라 입양인‧입양

부모와 더불어 친생부모도 포함된 입양삼자(Adoption Triad)가 골고루 고려된 입양제도와 정책도입

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자녀 생사확인

이러한 면에서 이번 개정안이 입양인과 친생부모 및 입양 원가족의 가족결합권을 권리로서 선언하

고 입양인의 가족의 결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조치와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친생부모와 원가족 입장에서 가족결합권에 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친생부모와 원가족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결합권리는 자녀 

생사확인과 자녀와의 면접권에 대한 보장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도 여전히 자녀 생사확인과 면

접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에 입양정보기관이 보유한 일체의 기록과 더불어 입양된 자녀의 현재 

생사여부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해외입양의 경우 현행 법률 제19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과 시행령 14조의 해외입양자 국적보고만은 명시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

다.11) 국가는 입양아동 수령국에게 해외입양아동의 입양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친생부모들의 요청이 

9) 다음은 민들레 회원들의 진술이다(강태인, 2015). 

  ◦ 나도 역시 처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여부가 확인이 안돼서 확인만 되어도 좋겠다 싶어서...(N씨).

  ◦ 그 생사여부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C씨). 

  ◦ 애들 못보고 죽는구나! 살아만 있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빌었어요(D씨).

10) <민들레회>에서는 2012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될 당시 생모입장에서 자녀 생사확인과 면접권 조항이 법에 포함되기를 원했다. 민들레회원 N

씨는 다음과 같이 2012년 입양특례법 재정 당시 상황을 술회한다. 

입양특례법을 만들 적에 분명히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당사자이잖아요. 첫째는 애들이 생사여부

가 제일 걱정이다 우리는!! 보낸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사확인이!! 죽었나 살았다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그거를 

열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고 두 번째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봐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의 

요구사항이라고 했어요!

11) 해외입양은 입양아동 송출국(送出國)과 수령국(受領國) 쌍방의 입양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실행된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해외입양아동의 사

후관리를 위해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를 입양 후 5년까지 6번 의무적으로 중국입양당국에 보고하고 있고, 이것을 18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숙 외, 2013:99; 동아일보 2014.3.14.). 그러나 현행 입양특례법에는 우리나라에서 해당아동 수령국에 입양아동의 상태에 대한 정기적으

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률조항이 없는 실정이다(강태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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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자녀의 생사여부와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를 친생부모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자녀 면접권 

또한 친생부모와 원가족의 자녀 면접권 역시 입양인과 입양부모 동의를 전제로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친생부모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입양아동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입양부모 입장에서 입양생부모의 출현은 안정적인 양육에 적잖은 부

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친생부모의 자녀생사확인과 면접권 요구는 입양아동의 혼란과 입양부모

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양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입

양아동과의 친생부모의 만남이 입양아동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서도 부

정적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권지성 외, 2010; Cowie, 2011).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가족결합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동

의하에 친생부모와 원가족의 자녀 면접권을 보장하는 규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입양친생부모 입양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

1) 사전 서비스 

친생부모의 자녀상실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입양 사전사후관리와 실천방안 마련과 함께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입양결정 전에 사전 상담을 강화하는 법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입양특례법 13조는 생모들에게 출생 후 7일간의 입양 숙려 기간를 규

정하고 있고 입양결정전에 친생부모의 사전상담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입양특례법 시

행규칙 제11조에는 친부모에게 필요한 상담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12) 그러나 현행제도는 입양기관

이 상담제공자로 되어 있어 상담의 적실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다행이 이번 개정안 제13조 3

항의 개정 내용에서 상담제공자를 입양기관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공적기

관에서 맡도록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안에 따른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상담내

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상담횟수, 상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확인과 상담의 질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친생부모들이 입양 전에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나 횟수만큼의 입양 전 상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입양 전에 친생부모들이 2회기 이상 입양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고, 

미네소타 주에서는 생모들이 입양 전에 35시간의 상담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Cortes, 2012). 

12) 제11조 (친생부모와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내용)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

의 철회, 4. 입양절차,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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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행규칙 11조에 상담시간 및 횟수를 명확히 하여 상담에 따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이 더불어 필요하다.

2) 사후 서비스

한편 입양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입양인의 뿌리찾기와 친생부모와 원가족의 자녀찾기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가족결합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와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찾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후관리측면에서 ‘가족찾기’ 자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입양 재회(reunion)와 이후 지원이다. 특히 해외입양의 경우 가족을 찾았

다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거주거리, 경제적 여건, 언어장벽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결합과정에서 상

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입양특례법 제25조와 시행령5조(사후서비스 제공)에는 해

외입양인의 “모국방문, 한국어 연수, 한국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사업

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은 국내·외 입양인 사후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직접 운영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중에 있다.13) 그러나 사후관리사업내용에 ①모

국방문사업 ②모국어연수사업 ③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④방문입양인 일시거주지원사업 ⑤국내가정

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어디에도 입양인 친생부모나 원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 입양재회는 입양인과 친생부모와 가족 양 당사자의 만남이다. 입양인이 한국에 방문할 

수도 있고 역으로 친생부모가 입양자녀 거주국에 방문할 수도 있다. 입양자녀와 친생부모의 가족결

합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친생부모나 원가족이 자녀 거주국 방문 시에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는 비용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외입양재회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그것

은 입양인 못지않게 친생부모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다. 친생부모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제3자 통·번역방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부모자녀간의 관계회복과 상당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입양 친생모들은 자녀재회를 통해 “새로운 아픔이 시작된다”라고 말한

다.14) 현행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제공)에 친생부모와 원가족도 사업대상자로 포함시킬 필요

13) 2015년 9월 16일 중앙입양원에서는 국내·외 입양인 사후관리 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바 있다

(출처: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bcode=07_1&no=193)

14) 친생모인 민들레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첫째,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이 말이 안통해요! 이게 너무 답답했던 거고! 전화해서 아들 00아 하고 부르는데, 아들도 “엄마”까지는 아

는데 다음 스토리가 이어지질 않아요. 못 알아듣잖아!.... 이런 엄마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되잖아요! 저를 보내고, 잃어버리고 

엄마가 살은 세월이나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걔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요. 중간에 사람 없이! 그러면 저도 나한테 힘

든 거를 얘기할 것 아니에요! ....새로운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N씨)

  ⋅ 그것을 편지로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주긴 했지만은 걔네들은 뭐 그게 10∼20%나 전달이 됐겠어요! 번역이 잘했는지 내가 알 길이 없

고 그 깊은 마음이 영어로 다 번역이 안되요!(A씨) 

  ⋅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조카 딸이 중간에서 다 짤라 버리는 거야! 내가 하는 말도 중간, 그쪽에 전해야[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거기서 짤라 버리고...(C씨).

  ⋅ 그런데 전혀 못 듣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아휴 참말로... 그 때 처음 순간이 너무 기가 막혀요(B씨).

  ⋅ 남한테 부탁하는 것은 괜찮은데, 조카딸에게 부탁하는 거는 진짜 더 부담스러워요. 진짜 그래요. 그걸 남한테는 내 치부를 보여도, 자식

한테는 내 치부를 보이는 게 어려워요. 그게 안 좋거든. 민망스럽고....(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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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해외입양 친생부모들이 재회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원활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번역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15) 

5. 나가면서: 입양가족의 만남을 ‘우연’에서 ‘필연’으로

필자는 발제를 준비하면서 Annie(현숙)씨가 “저와 같은 입양인들의 친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사고나 운에 의지(depend on accidents or 

luck)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는 말에 입양 상실과 재회를 경험한 입양 원가족으로서 너무나 공감

이 되었다. 지난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울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남북이

산가족 상봉이 남북한 최고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우연’이 결정되어야 한단 말인가? 또한 

언제까지 입양재회가 입양기관과 직원의 아량과 휴머니즘에 기대어 ‘우연’히 결정되어야 한단 말인

가? 도박이 정말 나쁜 것은 인생을 ‘우연’이나 ‘운’에 맡기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입양가족의 만남을 

‘우연’이나 ‘기적’에 맡기는 것은 도박보다 나쁜 것이다. 이제 입양인과 원가족의 가족찾기와 재회는 

우연이 아닌 법률과 제도로서 보장되어야할 ‘필연’이 되어야 한다.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그런 

필연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15) 현재 해외입양인 생모들을 위한 통·번역은 가까운 지인이나 혹은 입양인과 연결된 입양기관, 해외입양인 지원단체에서 사적으로 제공되

고 있다. 해외입양인 지원단체의 경우 빈약한 재정구조로 인해 대부분 직원들보다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서비스가 균질(均質)하지 않고, 생모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통·번역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번역서비스를 위해서는 인력과 담당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을 지

원하기 위해 다누리콜센터나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해외입양인 생모들을 위한 통·번역 서

비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문제는 적절한 통·번역 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해당국가 출신 결혼이주여

성에게 일정한 정도의 한국어 실력과 단기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통·번역 요원을 양성하여 통·번역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생모들을 위

한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급자원봉사자 도입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전

제로, 단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통·번역 담당자로 양성하여 입양기관 혹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들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강태인, 2015). 



91

참 고 문 헌

강태인. (2014). 해외입양인 친생부모의 생애사 연구: 자녀찾기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3). 105-144.

______. (2015). 해외입양인 생모(生母)의 모성정체성 구성에 관한 생애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지성·안재진·변미희·최운선. (2010). 입양가족의 뿌리찾기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

회복지학, 62(2), 209-233.

권희정. (2013). 한국의 미혼모성에 관한 연구: 근대 이후 가족과 입양제도의 변화 및 실천을 중심

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도현. (2008). 해외입양: 미혼모자 복지체계의 걸림돌-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대한 

꿈, 젠더리뷰 11월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미숙·김효진·전진아·안재진·김유경·신윤정·임성은. (2013).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국외입

양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Brodzinsky, A. B. (1990). Surrendering an infant for adoption: The birth mother 

experience. The psychology of adoption, 295-315. 

Cortes, S. A. (2012). Birth Parents in the Adoption Process: Experiences with Voluntary 

Relinquishment.

(http://www.hunter.cuny.edu/socwork/nrcfcpp/downloads/information_packets/Birth_Paren

ts_in_the_Adoption_Process.pdf)

Cowie, L. (2011). Birth parent grief and loss resolution in open adoption.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Vancouver)

Hübinette, T.(이삼돌). (2008). 해외입양과 한국민족주의: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입양과 입

양 한국인의 모습(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adopted Koreans in Korean popular culture). (뿌리의집 역). 서울: 소

나무. (원서: 2005년 발행).

Kadushin, A., & Martin, J. A. (1988). Child welfare services (Vol. 88). New York: 

Macmillan.

Rosenberg, E. B. (2007). 입양의 생애주기(The Adoption Life Cycle). (이윤로·이미선 역). 서

울: 신정. (원서: 1992년 발행).

Silverman, P. R., Campbell, L., Patti, P., & Style, C. B. (1988). Reunions between 

adoptees and birth parents: The birth parents' experience. Social Work, 33(6), 

523-528.





입양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설예승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4 _ 토론문





95



96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