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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연구 개요

Ⅰ. 서 론

로 예비입양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같은 지역의 다른 입양기관 심지어 타 지
역 입양기관에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국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내 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관한 연구는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에 소수
있었고(백경숙·변미희, 2001; 김향은, 2002; 변미희·정혜선, 2006; 변미희,

입양아동은 입양 후에 인지, 정서, 사회, 신체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2007),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입양부모 역시 입양아동을 양육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입양부모

특히 입양부모가 입양 부모됨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입양에 대한 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내용을 표준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으면, 입양아동이 입양 후 잘 적응하도록 양육하는데

또한 향후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하게 되면 수령국으로서 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입양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입양아동과

리나라의 예비입양부모가 외국의 아동을 입양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입양부모가 입양 후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입양부모가 입양 전에 체계적인 준비

므로, 국제입양에 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제 입양의 경우 국가 간

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입양 성립 후에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혼란을 최소

입양이고, 우리나라는 수령국으로서의 경험이 전무하므로, 주요 선진국의 국제

화하고,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입양부모를 선정하여야 하

입양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국

고, 입양 성립 전후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입양부모를 위한 사전교육프로그램은 입양에 대한 걱정과 기대에 대해 이
야기할 수 있고, 입양과정 스크린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지지집단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제 입양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비입양
부모교육 모형 및 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형성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Barth & Berry, 1988; Farber et al., 2003;
Groze, 1996; Kramer & Houston, 1998; Smith & Howard, 1999), 입양부모
에게 필히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이다(변미희·정혜선, 2006, 재인용).

2. 연구 내용

이와 같이 입양 전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입양 후 입양아동과 부모의
적응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현재 개별 입양기관에서는 입양특례법 시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제 입양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비입양부모교육

행규칙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

모형 및 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

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 사

다.

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등의 내용으로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및 외국의 입양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나타난 예비

입양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교육이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에 대한

입양부모교육의 현황과 국내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1회 단기교육이므로 예비입양부모가

한다.

‘입양’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두 번째로 국내입양기관의 실무자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예비입양부

지방에 있는 일부 입양기관의 경우 예비입양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부모가 소수

모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한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입양기관별 예비입양

이거나, 예산의 부족, 전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입양기관에서 자체적으

부모교육의 현황(기관별 시행 여부, 교육일정, 교육시간·횟수, 방법,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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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원, 예산 등) 및 현재의 문제점 파악 등 이다.

Ⅱ. 연구 방법

세 번째로 국내와 외국자료와 설문지를 바탕으로 국내 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
모교육 모형 및 교재를 개발한다. 모형 개발에는 교육시행 시기, 시간, 횟수, 인

1.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과정

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과 온라인 활용여부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의 구성내용 및 교재는 영아입양과 장애아동, 연장아동,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과정은 <그림 Ⅱ-1>에 제시하였듯이, 국내외 예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있는 아동 등 다양하고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특성을

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조사와 입양기관 및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반영하여 개발한다. 그리고 유자녀 가정, 난임 가정, 친족 입양, 독신입양, 재입

한 집단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예비입양부모교육 모형 및 교재

양 등 입양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를 개발하였다. 이후 1차 개발한 교재를 타당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 및 단체,

마지막으로 국제 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을 개발한다. 국제입양의 경우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다.

입양이라는 공통적인 부분은 국내 입양 예비부모교육 모형(교재)의 내용과 중복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내 입양교재 개발에서 하나의 모듈로 개발한다.

문헌조사
▪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

1차 조사
▪ 주요 4개 입양기관 실무책임자

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예비

4인 집단 면담

입양부모교육 자료 수집

▪ 전국 20개 입양기관 설문조사

▪ 한국 주요 4개 입양기관

▪ 입양부모 7인 집단 면담

예비입양부모 자료집 수집

및 개별면담

자료 수집 및 분석
↓
1차 예비입양부모교육 모형 및 교재개발
▪ 국내외 문헌자료와 주요 입양기관 실무책
임자 집단면담, 전국 입양기관 설문조사
▪ 1차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
2차 조사 : 입양기관 및 단체
▪ 4개 입양기관 실무책임자 5인
및 3개 입양부모단체

2차 조사 : 학계전문가

타당도
검토

8인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 입양 연구경험이 있는 아동복
지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전공
8인 학계전문가 의견조사

↓

예비입양부모교육 모형 및 교재 개발

<그림 Ⅱ-1>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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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표 Ⅱ-1> 집단 면담 및 설문조사 참여 입양기관의 특성
(N = 24)

먼저 국내와 외국의 예비입양부모교육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입양관련 법,

분 류

빈 도

행정지침, 개별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교육 자료집 등의 문헌을 조사하였다.
외국 경우는 지역별로 분류하여 유럽지역에서는 영국, 스웨덴, 북미지역에서는
미국, 남미지역에서는 콜롬비아, 아프리카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조사
하였다.
두 번째로 2015년 9월 11일에 4개 주요 입양기관의 본부에서 예비입양부모교

지역

서울

4

인천·경기지역

3

대전·충청지역

3

광주·전라지역

5

부산·대구·경상지역

7

강원지역

2

제주도

0

육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4명을 집단 면담하였다. 참여한 4개 입양기관은 대한
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홀트아동복지회(가나다순)이다. 집단
면담은 연구자 3인과 입양실무 책임자 4명과 1회 2시간동안 집단면담을 실시하
였고, 면담 내용은 사전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였다.
세 번째로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20개 입양기관에서 입양

입양기관

업무를 담당한 지 3년 이상 된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입양

유형

합계

24

입양전문기관

18

입양지정기관

6

합계

24

기관 실무자 설문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양기관의 명단을 받아서, 전화로
<표 Ⅱ-2> 집단 면담 및 설문조사 참여자의 특성

연구에 대한 안내와 참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에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

(N = 24)

다. 전국 입양기관은 10개이지만, 본부와 지부에서 각각 입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부와 지부로 분류하면 30개이며, 이 중에서 입양업무는 종결하고,

분 류

사후서비스만 담당하는 1개 기관, 입양전문기관의 지부와 입양지정기관의 업무

고졸이하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합계
사회복지학
기타(사회복지학 +상담학)
합계
5년 미만
5 ~ 10년
10 ~ 15년 미만
15 ~ 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를 함께 하고 있는 기관 1개를 제외하면 모두 28개이다. 총 28개 기관 중에서

학력

4개 기관은 입양전문기관의 본부이므로 집단면담을 실시하였고, 24개 입양기관
에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의뢰하였음, 이 중 20개 기관이 회신하였다. 지역에 따
라 입양기관의 규모가 작아서 입양실무 경력이 3년 이상 된 실무자가 없는 경

전공분야

우에 한하여 입양실무 경력이 3년 이하라도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집단면담에 참여한 4개 입양기관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20개 입양기관의 특성
과 중간관리자(실무책임자), 실무자 등의 특성은 <표 Ⅱ-1>과 <표 Ⅱ-2>에 제시
하였다. 전국 24개 입양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입양전문기관 18곳, 입양지정기관
6곳이 참여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입양실무자는 1명을 제외하고 4년제 대학

실무경력

빈 도

과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모든 실무자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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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8
24
20
4
24
2
5
4
7
6
24

세 번째로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양부모모임 및 단체의 대표

력 등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로

를 집단면담 또는 개별 면담하였다. 입양가족모임 및 단체에 아동을 두 명이상

교육 횟수, 교육시간, 교육방법, 강사, 교육인원, 평가방법 등 교육 운영에 관하

입양하고, 첫 번째 입양 후 5년이 지난 입양부모 중에서 예비입양부모 교육 참

여 조사하였고, 교육내용 및 기존 교육의 평가 및 진행과정의 어려움을 조사하

여 경험과 욕구에 대해서 집단면담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입양부모 6명을 추천

였다. 세 번째로 향후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의 개선사항에

받아서 집단면담을 1회 2시간 실시하였다. 집단면담은 연구자 3인이 모두 참여

대하여 조사하였다.

하였고, 입양가족모임 및 단체는 한국입양홍보회,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대한사

입양부모 모임 및 단체의 대표를 대상으로 한 집단면담 및 개별면담의 조사도

회복지회 자조모임, 건강한자녀양육을위한입양가족모임, 동방사회복지회 자조모

구는 예비입양부모교육 참여 경험과 제안사항을 운영, 내용, 효과 및 만족도로

임, 카톨릭입양가족회 등이다. 집단면담은 연구원 3명과 입양부모 6명이 1회 2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입양부모가 입양 후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및 해

시간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확인하였다. 바쁜

결방안을 질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으로 집단면담에 참여하지 못한 1명의 입양부모와는 개별면담을 진행하였

향후 개발될 예비입양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

다. 연구책임자가 개별면담을 1회 2시간 진행하였고, 참여한 입양부모는 건강한

막으로 입양 후 입양아동 및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입양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다.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은 모두 녹음하여 분석하였

조사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1차 개발된 예비입양부모교육 모형과 교재는 교재 개발에 앞서 집

4. 자료 분석방법

단면담을 실시하였던 4개 주요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
정입양원, 홀트아동복지회) 실무책임자 4명과 입양부모이자 입양관련 서적의 번

국내와 외국에서 수집한 문헌자료와 개별면접, 집단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수

역자이기도 한 국내입양 실무자 1명, 전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한국입양가족상

집된 자료는 내용분석방법과 귀납적 범주화 분석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면담

담센터 센터장, 건강한입양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등 입양부모 3명에게 의뢰하여

및 설문조사의 내용이 반 구조화된 설문지의 형태라서, 미리 구조화된 분석틀에

1차 개발한 모형과 내용을 검토받고,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입

의해 구분하여 입력하는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양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아동복지학 전공 2명, 사회복지학 전공

그리고 면접참여자와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에서 설문지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

4명, 아동학 전공 2명 등 총 8명의 학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1차 개발한 교재

도 다양하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귀납적 범주화 방법을 추

의 모형과 내용을 검토받고, 수정보완하였다.

가적으로 사용하였다. 귀납적 범주화 방법은 개별사례 면접 자료와 집단면접 자
료를 각각 개별적으로 요약 기술한 다음에, 거기에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추

3. 조사 도구

출하고, 연구 질문과 연관된 주제 영역별로 분류한 뒤, 그 안에서 다시 하위범
주들을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변미희 외, 2014).

입양기관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면담 및 설문조사에 사
용된 조사도구는 동일하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양기관의 특성과
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기관유형,
입양업무 담당기간 등을 조사하였고, 조사 참여자의 학력, 전공과 입양실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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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⑦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입양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의 평가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⑧ 사춘기 발달과 다양한 연령의 사춘기 청소년을 상담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1. 미국

제공한다.
1) 영아 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
(IAATP, Infant Adoption Awareness Training Program)

⑨ 친생모가 임신과정에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었던 다양한 기회들과 의사결
정 과정에서 수치심, 슬픔, 상실, 죄책감,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반
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은 친생부도 친생모

2000년에 미국 의회에서 공법(Public Law) 103-310에 제시된 영아입양에 대

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라고 요청하여서, 미국 건강휴먼서비스부(DHHS,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영아입양훈련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IAATP, Infant Adoption Awareness Training Program)을 위한 최선의 실

① 입양으로 인해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반응들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

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입양, 아동복지, 건강서비스, 의료법, 입양상담, 입
양부모 등 29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아래에 2012년에 발행된 영
아입양인식프로그램에 대해 제시한다(Child’s Bureau, 2012).
먼저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살펴보면 하루에 6시간씩 2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
며,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야 하고, 건강과 입양 두 분야의 전

으로 역할극과 토론을 통하여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한다.
② 개인적 선입견, 편견, 부정적인 태도 등이 어떻게 입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하게 한다.
③ 친생부모, 입양부모, 입양아동 등이 자신의 입양 경험에 대해 발표하는 것
을 포함한다.

문가가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입양과 다양한 입양유형에 대한 최신 내용을 제공한다. 다양한 입양유형은
비밀입양, 입양부모와 친생부모와의 연락 및 정보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수

2) PRIDE
(Parent Resources for Information, Development and Education)

준의 개방입양 등을 의미한다.
② 친생부와 친생모의 권리를 포함한 입양에 대한 주정부의 법률정보를 제공한

PRIDE 프로그램은 1990년에 미국 일리노이주 아동가족서비스부와 미국아동복
지연맹(CWLA,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이 효과적인 위탁부모와 입

다.
③ 친생부모가 입양부모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서 다민족배치와 다른 인종 간 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인디안아동복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가족구성원과 친생모의 지역사회가 어떻게 친생모의 임신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임신결정과정에서 친생부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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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훈련을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본 고에서는 변미희·정혜선
(2006)의 논문에서 소개한 PRIDE 프로그램의 내용과 가장 최근에 개정된
Leighton 등 네 명이 집필한 2009년 개정판(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2009)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시간은 1회기 3시간씩, 총 9회기 27시간이며, 매주 3시간씩 9주 동안 진행하
기도 하고,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3일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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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아동복지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교육전문가, 위탁

<표 Ⅲ-1> 미국 PRIDE 프로그램의 내용 1

부모 또는 입양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되려면 강사
를 위한 PRIDE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인원은 20명 내외로 진행되며, 교육과 실습을 통해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에
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에 효과적이다.
한편 미국 PRIDE 프로그램에서 입양부모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크게 다섯 가

회기

도입 및 프라이드와 함께 : 환영, 2회기 목표와 내용, 1회기와 연결
하기, 사정, 자격면허, 보증과 연결하기

충족시키고 발달지체를 알려주기, ③ 아동과 친생가족의 관계를 지지하기, ④
일하기 등이다. 이 다섯 가지 갖추어야 할 역량은 9회기에 걸쳐 각 회기별로 구
체적인 역량이 10개 내외로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 각 회기별로 제시된 구체적
인 역량을 갖추기 위한 세부 목표도 15개 내외로 제시되어 있다. <표 Ⅲ-1>에
회기별로 내용과 시간을 제시하였다.

시간
1시간 30분

1회기
위탁보호와 입양가족과 연결하기: 무엇을, 왜, 누구를, 어떻게, ‘다
1시간 15분
프라이드 름을 인정하기’ 비디오 시청과 토론
와 함께 종결: 프라이드 프로그램의 자원과 네트웍, 2회기 소개, ‘다름’을 인
15분
정하기

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①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② 아동의 발달적 욕구를
아동이 남은 생애동안 안전하게 양육되도록 연결하기, ⑤ 전문팀의 일원으로서

프로그램 내용
도입 : 참가자 소개 , 1회기 목표와 내용, 프라이드 프로그램의 목적

2회기
영속성을
향한
팀워크

30분

아동복지의 도전 : 아동보호 서비스 이해하기, 아동에게 부모, 가족,
1시간 20분
문화의 중요성 이해하기, 아동을 위한 영속성의 도전
아동의 영속성을 위한 전문팀의 구성원으로 일하기 : 양육과 팀웍의
중요성 공유하기, 팀웍 : 정의와 기술

1시간

종결 : 프라이드 프로그램의 자원과 연결, 친생부모의 입장, 3회기
소개, ‘다름’을 인정하기

10분

도입 : 3회기 목표와 내용, 2회기와 연결하기, 사정, 자격면허, 보증
과 연결하기

15분

3회기
인간발달 고찰 : 가족, 환경, 애착의 영향력, 애착의 고찰, 발달적 도전
45분
발달 욕구
다루기 아동에게 학대와 트라우마(Trauma)의 영향력
아동의 학대와 방임 경험, 애착의 학대와 트라우마의 영향력, 행동의 1시간 45분
:애착
학대와 트라우마의 영향력, 발달적 학대와 트라우마의 영향력
종결 :프라이드 프로그램의 자원과 연결, 친생부모의 입장, 4회기 소
개, ‘다름’을 인정하기

15분

도입 프라이드와 함께 :4회기 목표와 내용, 3회기와 연결하기, 사정,
자격면허, 보증과 연결하기

15분

4회기
상실과 애도 : 상실의 경험, 상실의 범주와 유형, 미래의 상실과 애
45분
발달욕구 도의 연결
다루기
: 상실 상실과 함께 생활하기 :애도의 과정, 상실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 1시간 45분
동의 상실 관리하기, 팀웍의 중요성
종결 : 프라이드 프로그램의 자원과 연결, 친생부모의 입장, 5회기
소개, ‘다름’을 인정하기

15분

도입 프라이드와 함께 : 5회기 목표와 내용, 4회기와 연결하기, 사
정, 자격면허, 보증과 연결하기

15분

가족, 자존감, 개인적 정체성, 문화정체성 : 가족의 역할, 긍정적 문
화 정체성이 발달하는 것을 지지하기, 가족관계 지지를 위한 팀웍의
1시간
5회기
가족관계 방법, 가족관계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의 생태도
강화하기 가족관계와 가족 유지를 지지하기 : 연결 배치와 지속성의 영향, 가
1시간 30분
족연결고리를 지지하고 유지하기, 가족의 지속성을 촉진하기
종결 : 프라이드 프로그램의 자원과 연결, 친생부모의 입장, 6회기
소개, ‘다름’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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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3) TIPS-MAPP
(Trauma Informed Partnering For Safety and Permanence

<표 Ⅲ-1> 미국 PRIDE 프로그램의 내용 2
회기

프로그램 내용

시간

도입 프라이드와 함께 : 6회기 목표와 내용, 5회기와 연결하기, 사
정, 자격면허, 보증과 연결하기

15분

훈육의 도전 이해하기 : 훈육 정의하기, 훈육과 체벌의 차이점, 훈육
에 대한 기관의 정책, 신체적 체벌의 부정적인 영향

1시간15분
6회기
발달욕구
다루기 효과적인 훈육 : 효과적인 훈육을 위한 지식, 기술, 자질, 행동의 의
: 훈육 미, 훈육 방법과 기술의 범위, 학대받고 방임된 아동의 훈육시 고려 1시간 20분
사항, 행동적 위기 다루기
종결 : 프라이드 프로그램의 자원과 연결, 친생부모의 입장, 7회기
소개, ‘다름’을 인정하기

10분

도입 프라이드와 함께 : 7회기 목표와 내용, 6회기와 연결하기, 사
정, 자격면허, 보증과 연결하기

10분

전생애 관점에서 아동과의 관계 이해하기

1시간

7회기
전생애 관점에서 아동과 관련된 업무 이해하기 : 위탁부모와 현재
가족관계 계획되는 가족의 역할, 전생애 관점에서 입양고려하기, 위탁보호에
지속하기 있는 나이든 청소년의 영구성에 대한 욕구, 계획되지 않은 변화를 1시간 40분
관리하기, 영구성 계획에 있어서 문화적 이슈들
종결: 프라이드 프로그램의 자원과 연결, 친생부모의 입장, 8회기 소
개, ‘다름’을 인정하기

10분

도입 프라이드와 함께 : 8회기 목표와 내용, 7회기와 연결하기, 사
정, 자격면허, 보증과 연결하기

15분

9회기
결정하기

도입 프라이드와 함께 : 환영 그리고 9회기 목표와 내용, 8회기와
연결하기, 사정, 자격면허, 보증과 연결하기
프라이드 패널 : 환영과 패널의 소개, 패널 발표와 집단 토론
과도기 : 종결과 인증서 수여, 프로그램 평가

1985년 MAPP(Model Approach to Partnership)가 개발되었고(1985), 1990
년에

한

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뒤,

2002년에

PS-MAPP가

소개되었다.

PS-MAPP은 위탁·입양부모를 위한 선발 및 훈련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많은 주에
서 사용되고 있으며, 위탁과 입양에 관심 있는 예비 부모를 위해 미국의 아동복
지협회(CWI)에서 개발하였다. PS-MAPP 프로그램은 MAPP 프로그램의 기반위
에 위탁아동의 안전(safety)과 복지 및 영속성(well-being & permanence)을
강조하며 보강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2012년 캔사스 주의
Children's Alliance 아동복지기관이 전국 아동트라우마스트레스 네트워크에 트
라우마 연구와 철학을 추가하여 PS-MAPP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것을 요
청하여 TIPS MAPP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고에서는 변미희·정혜선(2006)
의 논문에서 소개한 PS-MAPP 프로그램의 내용과 가장 최근에 개정된 TIPS
MAPP(Children's Alliance of Kansas, 2012)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한
다.
TIPS-MAPP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위탁부모 또는 입양부모 또는 위
탁/입양부모가 되는데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결정은 아동복

과도기에 있는 아동과 가족 지지하기 : 준비하기, 일상생활의 변화
8회기
다루기, 장기간 변화 다루기, 변화와 과도기에 있는 아동을 돕기, 변 1시간 50분
변화를 화된 가족에서 감정과 행동 인정하기
위한
계획하기 위기의 인정과 감소하기 : 성적으로 방임된 아동의 욕구를 표현하기,
지역사회 내에서의 위기 이해하기, 학대 진술을 막기 위하여 팀으로
45분
일하기
종결 : 프라이드 프로그램의 자원, 9회기 소개, ‘다름’을 인정하기

– Model Approach To Partnerships In Parenting)

지기관과 함께 하는데, 이는 그들의 역할을 수용하고 위탁 또는 입양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과 의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훌륭한 결정을 하고, 위
탁부모 역할을 성숙시켰을 때 입양 및 원가가족들은 기관, 친생부모, 기타 관련
자들과 잘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분

TIPS-MAPP에서는 이같은 성공적인 위탁 및 입양부모가 되기 위해 다음의 능

15분

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① 자신과 가족의 강점과 욕구 파악 ②

1시간 45분
1시간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개발

③ 아동의 강점과 욕구파악 ④ 아동의 강점을 성

장시키고, 욕구를 충족시킴 ⑤ 아동, 친생가족, 기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구축
⑥ 아동이 상실과 애착을 다룰 수 있도록 돕기 ⑦ 아동의 자기행동관리 돕기 ⑧
아동이 과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돕기 ⑨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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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가족, 문화, 인종적 정체성을 형성 돕기 ⑩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
장 ⑪ 위탁이나 입양이 자신의 가족에게 영향력 사정 ⑫ 위탁이나 입양에 대한
탁월한(정확한) 결정

<표 Ⅲ-2> 미국 TIPS-MAPP 프로그램의 내용 1
회기

TIPS-MAPP 프로그램의 진행절차는 위에 제시한 능력을 참여자들이 습득하고,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집단 훈련 형태로 3시간씩 10주간의 과정
으로 총 30시간 과정이며, 예비부모집단은 한명의 위탁·입양부모와 훈련자격을

1회기
도입

가진 사회복지사가 이끌게 된다. TIPS-MAPP는 가정조사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을 통해 성공적인 위탁·입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점검한다. 개인
참가자 상호간의 위탁·입양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주최하는 기관도 그 기
우 중요하다.

도입
TIPS-MAPP 프로그램 소개
아동복지법과 입양부모·위탁부모의 중요성
강점과 욕구 사정
위탁보호에 있는 아동의 권리 등

2회기
위탁
① 2회기 소개
·입양경험 ②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의 역할
③ 아동발달이론 및 트라우마 이해
④ 위탁보호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⑤ 약물남용, HIV 바이러스, 알코올중독 등의 이해

3회기
상실과
성취

4회기
아동의
애착
형성돕기

5회기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배우도록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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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이 회기는 위탁과 입양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게 되는데, 클라이언트(아동과 친
생부모), 위탁부모, 입양부모,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소개한다. 8명의 아동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학대나 방임된 아동들의 안전, 복지, 영속성의 욕구
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의 이력과 기타 양육에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고, 과정이 진행되어가며 전문가와
간 동안 예비입양부모와 접촉하며 협력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아동양육에 매

프로그램 내용
이 회기에서는 위탁 또는 입양부모가 되는 과정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법
적인 근거를 설명한다. 안전, 복지, 영속성에 집중하여, 비디오를 통해 위탁, 입
양에 관련된 아동과 부모들의 사례 보게 된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서 분리와 트라우마가 미치는 영향, 아동과 부모의 감정
과 행동에 위탁과 입양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죽음, 이혼, 불임, 가출 등과
같은 개인적 상실감을 조사한다. 그리고 어떻게 어려웠던 인생경험이 입양부모
또는 위탁부모로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위탁부모, 입양부모,
사회복지사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분리로 인한 상실감을 성취로 바꾼다.
①
②
③
④

3회기 소개
위탁보호와 입양에서 상실과 애도
아동이 건강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돕기
애착 형성하기

애착과 아동발달의 주제를 탐색한다. 아동학대 경험과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
동과 애착을 형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①
②
③
④

4회기 소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애착의 정의와 애착 형성
애착관계의 증진, 형성, 재형성 및 지지를 위한 기술

신체적 훈육의 대안으로서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훈육하는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강화, 타임아웃, 상호문제해결, 구조화와 한계설정, 협상, 계약
맺기 등의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5회기 소개
훈육과 처벌의 정의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배우도록 돕는 훈육의 기술 및 전략
신체적 처벌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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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미국 TIPS-MAPP 프로그램의 내용 2
회기

6회기
친생부모
와의
관계에서
아동 돕기

7회기
성취와
상실 위탁보호에
서 아동이
떠날 때
도움주기

4) 친족 프로그램 : Caring For Our Own

프로그램 내용
보호 중인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 자아개념, 친생가족과의 연계를 유지하도
록 돕는 것이 왜 중요한지 검토한다. 아동의 문화나 민족적 배경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주는지를 다룬다.
①
②
③
④
할

6회기 소개
정체성과 문화의 정의와 중요성
친생부모의 방문에 대해 준비하기
성공적인 친생부모의 방문과 연락을 위해 위탁부모와 입양부모가 알아야
사항들

본 프로그램은 친족입양을 원하는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교육이며, 1회 3시간
씩, 9주 27시간동안 진행 되며 주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Children’s Alliance,
2011).
1주 : 친족 돌봄의 이해
2주 : 우리 집에서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것의 영향에 대한 평가

위탁보호 아동은 친생가족과 재결합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에 대해 논의한다. 친생부모와 재결합이 안 되어서,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
는 아동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사, 위탁부모, 입양부모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3주 : 영구적인 배치를 위한 나의 역할 찾아보기

① 7회기 소개
② 위탁가정으로부터 떠나는 아동을 위한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의 역할
③ 위탁보호와 입양에서 분리와 파양의 정의, 원인, 단계 및 예방

6주 : 미래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준비

이번 회기에서 예비부모들은 위탁과 입양이 자신의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토론과 활동을 통해 어떻게 위탁과 입양이 예비입양부모의 결혼과
자신의 가족과 확대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8주 : 아동을 위한 영구적 배치를 위해 친생부모와 함께 일하기

8회기
위탁과
① 8회기 소개
입양의
② 체계로서의 가족
영향력 이해
③ 위탁아동과 가족구성원간의 상반된 욕구 충족하기
④ 가족에너지 사정을 위한 생태도(eco-map) 사용하기
⑤ 가족 지도 작성과 사정

이 회기는 위탁과 입양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부모역할공유를 위한 기술을 익힌다.

9회기
위탁양육과 ① 9회기 소개
입양양육의 ② 위탁보호에서 팀워과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전망
③ 협력체계에서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의 역할
④ 미국에서 위탁과 입양의 역사

이 회기의 중요한 과업은 위탁부모나 입양부모로써, 집단 구성원의 강점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작별인사를 하고 끝맺음을 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
다. 위탁이나 입양에 대한 준비와 선택과정이 종결되고, 위탁가족이나 입양가
족으로 전환되기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

10회기
종료와 시작 ①
②
③
④
⑤

10회기 소개
지역사회내 학대피해 아동과 같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현황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위탁가족의 강점과 욕구
영구적인 계획을 위한 파트너쉽
프로그램에 대한 종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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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내가 돌보게 될 아동의 강점과 욕구를 평가하기
5주 : 내가 돌보게 될 아동을 위한 강점을 형성하고, 욕구를 탐색하기
7주 : 친생부모 이슈에 대해 이해하기
9주 : 네트워킹과 앞으로 나아가기 :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함

2. 영국 : Preparing to Adopt
<Preparing to Adopt>는 BAAF(Britishi Association for Adoption &
Fostering)에 의해 2002년 처음 출간된 잉글랜드의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이
며, 지난 12년간 잉글랜드 지역의 입양제도 및 입양실천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2006년, 2010년에 이은 네 번째 개정
판으로 2012-2013년 입양제도의 주요한 변화를 반영하여 2014년 발간되었다.
BAAF는 영국의 비영리기관(voluntary adoption agency)이자 입양지지기관
(adoption support agency)으로 영국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에 등록되어 있다. BAAF는 2015
년 8월 재정적 이유로 문을 닫을 때까지 30여년 간 요보호 아동들을 지원해왔
으며, BAAF가 담당했던 업무의 상당부분은 현재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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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동해 온 대규모 자선기관인 코람그룹(Coram Group)에서 담당하고 있다.

에 따라 예비입양부모교육이 진행된다.

교재의 주요 저자는 다음과 같다.
• Elain Dibben: 입양기관에서 2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실무자로, 현재
BAAF의 자문가(Consultant)로 활동하는 한편, 입양 및 위탁양육 패널의 위원

<Stage Two>
총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입양기관이 주도하는 단계이다. 입양기관에서는 이

장을 맡고 있다. 다수의 입양관련 저서를 저술하였다.

기간에 가정조사와 예비입양부모 보고서(PAR)를 작성한다.

• Eileen Fursland: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이슈에 전문가인 프리랜서 저술가이

입양기관의 독립된 입양패널에서 PAR 기반으로 입양부모에 대한 추천을 받고,

다. BAAF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다양한 발간물을 저술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잡

입양기관은 입양패널의 추천서를 보고 입양부모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Stage

지와 신문에 기고하고 있다. 2002년 훈련과정을 개발한 저자들과 함께 초판 저

Two까지 마친 후, 입양부모로서 승인을 받게 되면, Matching이 이루어진다.

술에도 참여하였으며, 입양부모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워크숍 강사

Stage Two에서는 총 6개의 모듈에 따라 예비입양부모교육이 진행된다.

로도 활동 중이다.

예비입양부모교육은 개별모듈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원하는 단계에 언

• Nicky Robert: 1985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치료시설의 아

제든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상의 유연성이 보장된다. 각각의 모듈은

동 및 사법체계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무를 하였다. 아동의 가족 배치와 관

집단의 크기와 훈련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약 2시간 반~3시간 가량으로

련된 업무를 25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2003년부터 BAAF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구성된다.

사회적 보호 분야에서 최적의 실천방법을 보급, 공유하는데 힘써왔다.

각 각의 모듈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거나 짧은 두 개의 모듈을 묶어 하루 동안
진행할 수 있다. 교육 이후 자기반영(reflection) 과정이 중요하므로, 모든 과정

한편 영국의 입양준비 절차(신청, 준비, 사정)는 Stage One과 Stage Two의 2
단계로 구성된다. Stage One을 시작하기 전, 입양신청자는 입양기관 사회복지
사와의 비공식적 만남을 갖거나, 또는 저녁모임(information evening)에 참여
해서 정보를 제공받는다. 예비입양부모교육과정도 이에 따라 2단계, 총 9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을 몇 일간 연달아서 운영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권장되는 수강인원은 8명~20명 사이이며, 대체로 2명의 훈련자에 의해 운영되
는데 1명은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 1명은 경험 많은 입양부모로 구성된다.
각각의 모듈은 강의파트와 연습파트로 구성되며, 연습은 소집단으로 운영한다.
교재

또한

훈련자용

지침서(Trainer’s

Guide)와

입양신청자용

워크북

(Applicant’s Workbook)으로 구성된다.
<Stage One>

또한 이러한 기본(공통)교육 외에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 입양부모

총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은 입양신청자가 주도하는 단계이다. 이들은
입양에 대해 알게 되고, 준비집단에 참여한다. 이 기간 동안 입양기관은 입양신

들을 위한 다양한 모듈을 추가로 구성, 운영한다.
예비입양부모교육과정의 각 단계를 구성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자를 대상으로 입양부모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건(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다.

1) Stage One

입양신청자는 다른 예비입양부모와 함께 준비 집단에 참여하도록 초청받고, 입
양기관은 Stage One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입양신청자가 Stage Two

Stage One은 다음과 같은 3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이 세 모듈은 입양절차를

(사정 및 훈련단계)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Stage One에서는 3개의 모듈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하는 기본정보에 해당되므로 Stage One에서 제공된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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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모듈은 강의, 그룹 활동, 동영상 상영, 핸드아웃 등 다양한 방식 및 매체를

많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용하여 구성된다.
• 입양기관 소개
① 입양이란 무엇인가? (What is adoption?)

• 2단계의 입양준비절차 소개

이 모듈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약 3시간 가량 운영된다. 첫 번째 모듈에서 주

- 사정절차: 왜 필요한가? 어떤 요소들을 사정하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칭절차: 어떻게 아동을 발견해서 매칭하는가?
• 입양가족에 대한 지지(support)

• 입양의 의미

- 입양가족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이유

• 친생가족이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이유

- 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지

• 입양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
• 입양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것

2) Stage Two

- 사정절차(assessment)에 대한 소개
- 입양양육역량(Adoptive parenting capacity)의 의미

Stage Two는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Stage two는 본격적인 입양절차를

• 아동이 입양되기까지의 과정

시작한 부모들을 위한 것이므로,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 입양아동의 상실 이해하기

정보를 다룬다.

- 입양아동에게 안전기지(secure base) 제공하기
④ 아동발달과 애착(Children’s development and attachment)
② 입양아동(The children)

네 번째 모듈은 약 2시간 30분 가량 운영된다(휴식시간 제외). 참여자의 수가

두 번째 모듈은 약 2시간 30분~3시간 정도 운영된다(휴식시간 제외). 주요 내

많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모듈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발달의 이해
• 아동들이 입양되는 이유(몇몇 입양아동의 프로필과 스토리 제공)

• 생애초기의 역경(adversity)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아동에게 입양가족이 필요한 이유

• 유아 및 아동에게 있어 애착의 중요성

• 입양대상 아동의 특징과 다양한 배경(인종, 장애여부, 형제자매 집단 등)

• 애착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입양대상 아동을 찾는 방법(입양아동 등록부, 입양부모찾기 웹사이트, 관련 행

- 애착의 단계

사 등 소개)

- 애착패턴: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불안/회피/거부 애착
• 애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③ 입양절차(The adoption process)

• 상실과 애도

세 번째 모듈은 약 2시간 30분 가량 운영된다(휴식시간 제외). 참여자의 수가

- 애도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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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와 상실

• 입양하려는 아동 또는 아동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생각해보기

- 입양을 통한 상실

• 아동이 처음 가정에 왔을 때 어떻게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생

- 애도과정 다루기

각해보기

• 입양아동의 정체성에 관한 욕구

• 입양이 자신의 생활양식과 가족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기

⑤ 학대 및 방임아동의 욕구(The needs of children affected by neglect
and abuse)

⑦ 연결, 매칭, 만남(Linking, matching, and introductions)
이 모듈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약 3시간 정도 진행된다. 이 모듈의 목적은 입

이 모듈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30분 가량 소요된다. 교육을 통해 입양

양신청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
• 입양신청자들이 입양대상 아동과 어떻게 연결되고 매칭되는지 이해하기
• 학대와 방임의 실질적 의미

• 아동이 입양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아동의 연령별 차이 이해

- 학대와 방임의 유형과 실제 사례

• 아동을 처음 만나서 집으로 데려올 때 어떤 상황을 기대해야 할지 알기

- 학대와 방임이 아동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녀가 가정에 적응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 가정폭력의 영향

• 아동의 정체성 욕구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 생각해보기

-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아동기 외상(트라우마)이 애착과 두뇌발달에 미치는 영향
- 외상 스트레스의 의미

⑧ 입양사실 이야기하기, 접촉, 사회적 관계망(Telling, contact and social
networking)

-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과다각성(hyperarousal)과 분리(dissociation)

이 모듈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약 3시간 30분~4시간 가량 소요되는 가장 긴

• 아동들은 회복가능한가? : 외상으로부터의 회복

훈련이며, 선택활동까지 한다면 약 30분 정도가 추가된다. 이 모듈에서 다루는

• 아동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입양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부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들
•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표현치료, 심리치료, 가족치료, 행동치료 등

• 입양이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전생애적 과정임을 이해하기
- 생애주기별 입양부모의 과업

⑥ 입양 부모되기(Becoming a parent through adoption)

• 입양아동의 삶에 있어 친생가족이 갖는 중요성 이해하기

이 모듈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약 3시간 정도 진행된다. 이 모듈은 입양신청

- 친생부모에 대해 생각해보기

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도움을 준다.

- 입양 후 접촉
- 열린 의사소통의 중요성

• 입양을 원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기

• 아동에게 왜 입양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이해하기

- 입양에 대한 기대와 실제

- 언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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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족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⑨ 입양가족의 삶: 함께 사는 법 배우기(Life as an adoptive family:
learning to live together)

3. 스웨덴 : Preparatory parenting courses for adopters.
스웨덴 사회복지부(Socialstyrelsen,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에서 발간한 입양핸드북(Adoption Handbook for the Swedish

이 모듈은 3시간~3시간 30분 가량 소요된다(휴식시간 제외). 이 모듈에서 입양

social services, 2009)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입양을 원하는 예비입양부모는

신청자들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는다.

‘입양부모를

• 입양아동의 초기 경험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기

adopters)’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입양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상의 문제들

위한

양육준비과정(Preparatory

parenting

courses

for

본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또는 교사 또는 유아교사

- 아동의 행동문제를 관리하기

학위가 있어야 하며, 입양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고, 집단 활동을 진행

• 아동이 과거 학대와 방임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발했을 행동전략들이 무엇일지

했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교육시간은 1회기 3시간씩, 총 7회기 21시간이며, 2

생각해보기

주 주말 동안 하루 종일 진행되거나 4일에 걸쳐서 진핼 될 수 있다.

• 지지에 대해 어떠한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
인지 알기

본 교육의 목표는 입양에 대한 지식과 입양아동과 그들의 욕구에 대해 통찰력
을 가지도록 하며, 입양이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에게 함축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 학교에서 입양아동이 갖게 될 욕구에 대해 생각해보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국제입양이 대부분이므로, 입양핸드북에서 국제입양의 이해에 대한

3) 추가적인 모듈 : Additional Modules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에서는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국제입양)으
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사회복지부(Swedish National Board of

이외에 입양절차동안 또는 입양 후 입양의 특별한 측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Health

and

Welfare)와

국제입양당국(Swedish

Intercountry

Adoption

하는 입양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BAAF에서 출간예정인 추가적인 모듈의

Authority. 2007)이 공동으로 발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pecial parents for special children)’에도 국제입양의 정의, 절차, 현황, 입

•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의 입양(유자녀 입양)

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삶에 있어서 국제입양의 의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위탁양육하는 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입양부모들

‘특별한 아동을 위한 특별한 부모

본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욕구가 있는 아동의 입양
•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의 입양

• 입양과정 및 절차

• 재입양(두번째 입양)

• 입양아동의 특별한 욕구에 대한 정보 제공

• 국외입양

• 입양아동이 성장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인식하도록 준비

• 형제자매집단의 입양

• 입양 후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 독신자 입양
• 입양가족의 조부모 및 기타 가족구성원과 친구들을 위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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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

- 34 -

도록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 입양이

• 2장 입양 가능한 아동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함축하는 의미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 3장 입양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 (국내 및 해외 입양)

며, 이러한 과정은 심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 4장 입양아동의 입양 배치

교육은 이러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회기 간에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 5장 사법 절차 (입양아동의 가족으로의 통합/융합 및 입양 승인)
• 6장 최종 행정 절차
• 7장 입양 사후 관리 및 친생부모와의 만남·재결합

4. 콜롬비아
: LINEAMIENTO TECNICO PARA ADOPCIONES EN COLOMBIA

콜롬비아에서 입양은 가족복지연구소(ICBF) 또는 공식입양기관 (Instituciones
콜롬비아에서 2014년에 입양된 아동은 1,148명이고, 콜롬비아 아동을 입양하
기 위해 입양을 신청한 예비입양부모의 국적은 콜롬비아 368명, 스페인 718명,
프랑스 711명, 이태리 264명, 독일 141 명, 미국 111명으로, 국내 입양신청자
는 15.9% 였고, 출신국 관점의 국외 입양신청자는 84.1% 였다.

Autorizadas para la Adopción -IAPAS)을 통해 가능하며 ICBF의 경우 가족
부가, IAPA의 경우 변호사 및 심리사회 전문가팀이 입양절차를 진행한다.
입양신청자는 입양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심사 외에 2번의 워크샵, 인터뷰,
사회심리 테스트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예비입양부모로서의 사회적, 정신적 및

콜롬비아 사회보호부(Ministerio de la Protección Social) 가족복지연구소

도덕적 적합성을 평가받는다. 두 번의 워크샵에서는 입양이 아동을 인신매매로

(Instituto Colombiano de Bienestar Familiar_ICBF)는 처음 개설된 이래 취

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방안임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개인 및 부부

약아동 및 청소년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을 추진해왔다. 입양

(커플)에게 장려하며 자체평가를 진행한다.

절차는 민법에 따라 수행되어 왔으며 1989년부터 청소년법 내 입양을 위한 프

입양아동의 배치 과정에서 아동과의 첫 만남을 준비하는 예비입양부모들을 대
상으로 심리사회 전문가팀이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한다.

레임워크가 구축되었다.
콜롬비아는 199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98년 본 협약은
콜롬비아의 법률이 되었다. 2006년 법률 제 1098번은 아동 및 청소년법을 중심

• 첫 만남의 중요성

으로 입양을 아동 및 청소년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 첫 만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로 구분하며 입양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포함한 입양 절차를 제시하여 콜롬비아

• 융합(어울림)의 중요성

내 입양을 강화하고자 한다.

• 입양 사후 관리

콜롬비아 사회보호부 가족복지연구소(쎄실리아 델 라 푸엔떼 데 제라스 ,

• 아동에게 입양사실을 알리는 방법

Cecilia De la Fuente de Lleras)는 2006년에 콜롬비아의 입양실무지침서
(LINEAMIENTO TECNICO PARA ADOPCIONES EN COLOMBIA) 초판을 발간

또한 입양부모들을 초청해 입양의 경험을 나누고 예비입양부모들과 질의응답의

하였으며 2010년에 개정된 입양제도 및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판

시간을 갖기도 한다. 입양아동 배치 이후에 가족부가 가정 방문 및 입양부모와

을 발간하였다. 입양실무 지침서는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양아동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양아동의 적응도 및 가족과의 융합을 확인한다.
입양 사후 관리는 법적으로 필수 사항이며, 각 입양가정을 모니터링 하여 다음
을 파악하고자 한다. 입양 사후 관리는 심리학 전문가가 2년 동안 4회 실시하며

• 1장 지침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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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후 3개월 후에 첫 모니터링을 하고 그 후 6 개월에 1회씩 진행한다.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도전들에 대한 충분
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양아동의 정서상태

<표 Ⅲ-3> 남아프리카공화국

•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친척간의 관계

The Adoption story Engagement Programme의 내용

• 입양아동의 안녕·복지상태(건강 및 교육상황 포함)

과정

(Cecilia De la Fuente de Lleras, 2010).

5. 남아프리카공화국
: Program for Preparation of Adoptive Parents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는 “양육 준비과정(Program for
Preparation of Adoptive Parents)"1)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본 교육은 입양 시 입양부모가 알아야 할 입양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
다. 교육시간은 3일 과정의 워크샵으로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양과정 및 절차
• 입양 삼자의 정의 및 이해
• 입양동기
• 인간본성과 양육

내용
도입
활동 1 참가자 소개
환영 및 입양
활동 2 팀 빌딩 활동
스토리
활동 3 지역 사회 모습
입양 과정
활동 1 입양에 대해 말하기
입양절차
활동 2 입양과정
안내 및 이해
활동 3 입양에 관여된 사람들
예기치 않는 임신에 대한 대처방안
활동 1 예기치 않은 임신에 대한 논의
예기치않은 임신에
활동 2 선택의 탐색
대한 대처방안
활동 3 각 선택에 대한 역할극
포기된 아동의 입양절차
활동 1 친권 포기에 대한 논의
포기된 아동의
활동 2 관여된 사람들
입양절차
활동 3 과정에 관한 지도
실천방안 모색
활동 1 가치와 행동의 탐색
실천방안의 모색
활동 2 ‘다름’을 적절히 다루기
활동 3 감사와 종료

시간
15분
15분
20분
5분
15분
20분
5분
10분
25분
5분
10분
25분
30분
15분
10분

• 유대와 애착
• 입양문화 등 입양전반에 관한 정보
또한

입양에

대한

이해를

돕기

6. 외국의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비교 분석
Adoption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

Coalition)에서는 예비입양부모,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입양집중프로그램

위해

국립입양연합(National

램을 비교 분석하여 <표 Ⅲ-4>에 제시하였다. 입양대상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

(The Adoption story Engagement Programme)”을 제공하고 있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교육 시간도 12시간부터 30시간까지

이 과정은 총 4시간 워크샵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은 1시간의 미니 워크샵으로

다양하였다. 공통적인 교육 내용은 입양의 정의, 입양과정, 입양 삼자의 이해 및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과정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는 예비입양부모들이 입양에

관련 이슈, 아동 발달과 애착, 상실, 훈육, 입양 말하기, 입양의 의미와 입양 후
변화 및 입양가족으로 살아가기, 사후서비스 등이다.

1)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립입양연합과 함께 입양관련 서비스를 맡고
있는 Abba Specialist Adoption & Services의 담당자와의 전자우편을 통해 수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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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외국의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비교 분석

분류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영아

PRIDE

TIPS-MAPP

친족

입양 대상아동

영아

연장아동

연장아동

친족

교육 기간

1회 6시간
총2회 12시간

1회 3시간
총9회 27시간

1회 3시간
총10회 30시간

1회 3시간
총9주 27시간

1회 2.5~3시간
총9회 27시간

1회 3시간
총7회 21시간

워크숍 2회

워크숍 3일

입양이란?

○

○

○

○

○

○

○

○

입양과정

○

○

○

○

○

○

○

○

입양 삼자의
이해 및 관련 이슈

○

○

○

○

○

○

-

○

아동 발달과
애착, 상실, 훈육

-

○

○

-

○

○

-

-

내
용

모든
입양대상아동

영아

입양 말하기

-

-

-

-

○

-

○

-

○

○

○

○

○

○

-

-

사후서비스

-

-

-

-

-

○

○

-

Ⅳ. 입양기관의 국내 예비입양부모 교육 비교분석
및 입양부모의 예비입양부모교육에 대한 경험과 제안사항
1. 주요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자료집 분석
1) A 입양기관
(1) 운영
A 입양기관은 <표 Ⅳ-1>에 제시하였듯이 예비입양부모교육을 1년 6회, 격월로
진행하며 1회 8시간씩, 강의식 교육방법으로 진행하며, 강사는 입양기관 실무자
와 학계전문가였으며, 입양부모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표 Ⅳ-1> A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운영
분류

내용

교육 횟 수

1년 6회, 격월 진행

교육 시간

8시간

교육 장소

강당

교육 방법

강의
입양기관 실무자, 입양관련 학계 전문가
입양부모 사례발표

교육 인원

40명 내외

평가 방법

참여자 만족도 평가

예 산

국제입양아동

입양의 의미와
입양 후 변화
(입양가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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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모든
입양대상아동

공화국

강사료, 인쇄비(자료집), 다과비(떡, 빵, 커피, 차 등)

(2) 내용
A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표 Ⅳ-2>에 제시하였듯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과 동일하게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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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등이며, 양육시설에서

2) B 입양기관

자란 입양아동의 이해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1) 운영
<표 Ⅳ-2> A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분류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 및 부모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2)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내용
·
·
·
·
·
·
·
·
·
·

예비양부모 교육의 필요성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 입양의 개념 및 과정
입양 정책과 제도
· 입양의 효과 및 영향
파양의 요건과 절차
정부지원(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 : 시도별 지원안내
재입양(2차)가정 양육물품 지원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바람직한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부모-자녀 애착형성

· 입양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입양가족의 발달과업
· 입양아동의 심리적 감정, 성장과 발달(발달단계별 과
제), 적응문제와 상담
· 양육시설에서 성장한 입양아동의 이해
· 입양이후 입양가정에서 겪는 심리적 특성: 신생아 입양,
· 난임 가정 입양, 유자녀입양, 연장아 입양
· 입양정보 공개제도
· 가정조사
· 입양아동 및 입양부모 교육
- 입양아동 교육: 성인입양인 멘토 프로그램, 입양아동자
조모임, 입양아동캠프
- 입양부모교육: 부모역할훈련, 입양아동 양육에 대한 교
육, 자조집단
- 입양가족: 캠프, 체육대회,송연회 등 행사
·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상담
· 입양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FAQ 식으로 구성
· 입양가정 자조모임 운영

입양 사례

· 입양부모 글모음 소개

관련 정보

· 영유아 관리 방법
· 입양 특례법

기타

· 입양도서 목록
· 전국 입양상담소

·‘양육시설에서 자란 입양아동의 이해’를 별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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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입양기관은 <표 Ⅳ-3>에 제시하였듯이 예비입양부모교육을 1년 6회, 격월로
진행하며 1회 8시간씩, 강의식 교육방법으로 진행하며, 강사는 입양기관 실무자
와 입양 및 자녀양육 관련 학계전문가였으며, 입양부모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하
고 있었다.
<표 Ⅳ-3> B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운영
분류

내용

교육 횟 수

1년 6회, 격월 진행

교육 시간

1일 8시간

교육 장소

강당

교육 방법

강의

강사

입양기관 실무자, 입양부모
입양 및 자녀양육 관련 학계전문가

교육 인원

15~ 20가정(30~40명)

평가 방법

참여자 만족도 평가

예 산

강사료, 인쇄비(자료집), 다과비(떡, 빵, 커피, 차 등)

(2) 내용
B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표 Ⅳ-4>에 제시하였듯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
며, 타 기관과는 다른 점은 자녀 양육 전문가가 입양 직후 자녀양육과 관련된

2) 입양특례법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입양기관에서 제
공하는 예비입양부모 교육에서는 입양부모 및 가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목을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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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3) C 입양기관

<표 Ⅳ-4> B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분류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1) 운영

내용
· 입양특례법의 이해

C 입양기관은 <표 Ⅳ-3>에 제시하였듯이 예비입양부모교육을 1년 4회, 분기별

· 입양과정 및 절차

로 진행하며 1회 8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C 입양기관이 타 입양기관과의 다른

· 입양진행절차 및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특징은 강의식 교육방법이외에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다.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표 Ⅳ-5> C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운영

· 입양아동 의료급여(1종) 실시
· 출산, 입양 추가 소득공제

분류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영유아발달과 양육

교육 횟 수

1년 4회, 분기별 진행

교육 시간

1일 8시간

· 부모의 역할 및 양육방법

교육 장소

강당

·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교육 방법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 관람, 소그룹 활동

· 입양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자녀의 양육방법

· 바람직한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강사

내용

입양기관 실무자, 관련 기관 실무자, 학계전문가
입양 부모, 입양청소년, 성인입양인

· 연령별 아동 발달과 특성

교육 인원

40명 내외

· 부모자녀 애착형성방법

평가 방법

참여자 만족도

· 행복한 아이 함께하는 부모

예산

강사료, 다과비, 식비, 소그룹 활동비 등

· 나의 아이 미래 내게 달려있다(유능한 아이로 키우기)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
입양아동 및 부모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의 성장발달과 심리적응

(2) 내용

·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
· 입양부모의 심리적 특성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C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표 Ⅳ-6>에 제시하였듯이 입양특례법

·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

· 입양 직후 적응을 돕는 가정조사

며, 타 기관과는 다른 점은 사례발표시간에 입양부모 외에 입양청소년과 성인입
양인이 사례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입양 사례

· 입양가정 모임 및 행사
· 입양사례
· 입양특례법

관련 정보

· 입양관련 추천 도서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기타

· 전국상담소 주소록
· 예비입양부모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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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C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분류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 및 부모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입양 사례
관련 정보
기타

4) D 입양기관

내용
· 국내입양의 요건과 절차 및 효과
· 입양의 요건(입양의 의미, 유형, 정책과 제도)
· 입양절차 및 입양의 효과(입양의 절차, 효과, 파양의 요
건과 절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 입양비용:알선비용, 입양철회비용
-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입양아동 의료급여
- 입양축하금
- 교육비,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 입양휴가제
· 애착의 정의와 기능
안정애착 vs 불안정 애착, 분리개별화
· 안정애착을 돕는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1) 운영
D 입양기관은 <표 Ⅳ-7>에 제시하였듯이 예비입양부모교육을 1년 6회, 격월로
진행하며 1회 8시간씩, 강의식 교육방법으로 진행하며, 강사는 입양기관 실무자
와 입양 및 자녀양육 관련 학계전문가였으며, 입양부모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하
고 있었다. D 입양기관이 타 입양기관과 다른 점은 소아과의가 제공하는 의료
적 정보가 많다는 점이다.
<표 Ⅳ-7> D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운영
분류

내용

교육 횟 수

1년 6회, 격월 진행

교육 시간

1일 8시간

입양부모와 아동의 심리, 입양 부모됨의 의미
입양시 아동의 연령(월령)에 따른 특징
입양부모와 아동의 발달과업
입양공개와 관련된 FAQ, 입양관련 이슈
입양가족 생활주기 및 부모준비: 유아기,아동기 초기
아동후기, 중학교
· 친생부모 정보제공

교육 장소

강당

교육 방법

강의 및 사례발표

· 성가정입양원 사후서비스
-입양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아동 애착증진 프로그램
-입양 후 사후관린: 입양 후 1년동안 가정방문 최소2회,
전화 또는 이메일 통한 상담관리 2회
-입양 후 사후 상담(내방상담)
· 입양정보공개제도
· 입양가족모임 소개

교육 인원

40명 이상

평가 방법

참여자 만족도 조사

·
·
·
·
·

입양청소년, 성인입양인 사례발표 및 소그룹 활동
(유자녀vs 무자녀가정)

입양기관실무자
강사

입양부모
아동심리전문가 및 부모교육전문가
소아과의사

예산

강사료, 인쇄비, 다과비 등

(2) 내용
D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표 Ⅳ-8>에 제시하였듯이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관람

타 기관과는 다른 점은 친생자와 입양자녀, 상실과 애도, 유대(신뢰)와 애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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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입양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편견, 입양에 대한 입양부모들의 편견 등 다

5) 주요 4개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비교분석

양한 입양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1) 운영
<표 Ⅳ-8> D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분류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 및 부모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입양 사례

관련 정보
기타

내용
·
·
·
·
·
·

·
·
·
·
·
·
·
·
·

입양의 이해(개념, 입양유형, 구성요소 등)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
입양의 효과 및 효력
국내입양절차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양육보조금 및 입양가정 지원
- 입양비용지급, 양육수당지급
- 의료급여(1종),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
생애발달심리학 이론
동등한 관계형성의 기술
부모됨의 사회적 의미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역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공개입양의 의미 및 입양사실 알리기
입양부모의 심리적 어려움
입양부모의 역할
입양관련 이슈들
- 친자와 입양자녀
- 상실과 애도
- 유대(신뢰)와 애착
- 정체성
- 입양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편견
- 입양에 대한 입양부모들의 편견

주요 4개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 교육의 운영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표 Ⅳ
-9>에 제시하였듯이, 1일 8시간, 강의 및 사례발표로 진행되고, 강사는 실무자
학계전문가, 입양부모 등이 참여하는 등 기관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Ⅳ-9> 주요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운영 비교분석
분류

A

B

교육 횟수

1년 6회, 격월

1년 6회, 격월

교육 시간
교육 장소

1일 8시간
강당

1일 8시간
강당

교육 방법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 관람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 관람

강사

실무자
학계 전문가
입양부모

실무자
학계 전문가
입양부모

교육 인원
평가 방법

40명 내외
참여자 만족도

40명 내외
참여자 만족도

예산

강사료
인쇄비
다과비

강사료
인쇄비
다과비

국내입양 사후서비스
입양정보공개제도
아동연령별 입양교육(입양 전~초등 고학년)
입양관련 도서 및 영화목록
입양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양기관 현황
자조모임 소개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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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년
4회,분기별
1일 8시간
강당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 관람
소그룹 활동
실무자
입양 부모
입양청소년
성인입양인
40명 내외
참여자 만족도
강사료
인쇄비
다과비
소그룹 활동비

D
1년 6회, 격월
1일 8시간
강당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 관람
실무자
학계 전문가
입양부모
40명 내외
참여자 만족도
강사료
인쇄비
다과비

(2) 내용
주요 4개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 교육의 운영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Ⅳ
-10>에 제시하였듯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기관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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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기관의 집단면담 및 설문조사 조사결과
<표 Ⅳ-10> 주요 입양기관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비교 분석
분 류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
사후서비스
에
관한 정보

입양사례

입양
관련 정보

·
·
·
·
·
·
·
·
·
·
·

입양의 이해 및 효력
입양특례법의 이해
입양과정 및 절차
입양진행절차 및 구비서류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취소 및 파양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1종)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출산·입양 추가 소득공제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기타지원 안내

(입양축하금, 입양휴가, 시도별지원)
· 영유아발달(연령별 아동발달)
·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 입양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 부모자녀 애착형성방법
·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
· 입양부모의 심리적 특성
·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
· 다양한 입양관련 이슈들
· 양육시설아동 입양의 이해
· 입양사후서비스
· 입양 직후 적응을 돕는 가정조사
· 입양가정 모임(자조집단) 및 행사
· 부모-아동 애착증진 프로그램
· 내방 상담
· 입양정보공개제도
· 입양 사례(부모)
· 유자녀 가정 사례(부모)
· 불임가정 사례(부모)
· 입양인(청소년과 성인)
· 입양특례법
· 입양관련 추천 도서
· 전국 입양기관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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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입양기관의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에 관한 조사결과
(1) 입양기관의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 운영
지금까지 입양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 교육의 운영을 <표 Ⅳ
-10>에 제시하였다. 교육 횟수는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년 1회부터 년 6회
까지 다양하였으며, 교육시간은 1회 8시간이었다. 교육방법은 강의식과 사례
발표가 많았으며, 강사는 입양기관 실무자, 입양부모, 학계전문가 순으로 많았
고, 교육인원은 20명 이상이 20명 이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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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심리검사, 아동학대예방교육, 건강교육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
<표 Ⅳ-11> 입양기관의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 운영
(N = 233))
분 류

내용

로 나타났다. 현재의 교육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입양부모 사례
발표와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였다.

빈도

<표 Ⅳ-12> 입양기관의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조사결과
① 년 5~6 회
② 년 3~4회
③ 년 1~2회

12
4
5

교육 시간

1회 8시간

23

교육 방법

①
②
③
④
⑤

강의
모둠식 집단활동(토론)
실습(ex: 훈육지도 실습)
사례발표(입양부모)
기타

강사

①
②
③
④
⑤
⑥

입양기관 실무자
입양부모
입양관련 학계전문가
부모교육(일반아동) 전문가
타 아동복지기관 전문가
기타(변호사, 분야별 전문가)

23
20
12
9
1
3

교육 인원

①
②
④
⑤

1~20명
21~30명
31~40명
40명 이상

7
4
6
4

평가 방법

① 참여자 만족도 평가
② 기타(실무자 자체 평가)

교육 횟수

(N = 23)
분 류

20
8
4
14
1(시청각)

12
3

교육 내용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

내용
①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②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③ 자녀의 양육방법
④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⑤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⑥ 기타
사례발표 : 입양부모, 입양아동, 입양성인
MBTI 심리검사
입양 관련 이슈 토론
입양 다큐멘터리 시청
영아발달
행복한 의사소통(부모, 부모자녀)
부모역할
베이비마시지
건강교육(소아과)
아동학대예방교육
공개입양에 대한 자세
①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②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③ 자녀의 양육방법
④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⑤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⑥ 입양부모 사례발표

(2) 입양기관의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의 내용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

현 내용 중
불필요한 내용

①
②
③
④
⑤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3) 1개 입양지정기관은 현재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타 기관에 의뢰하고 있
음.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만 설문에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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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23

2
2
3
5
1
7
없음

분 류

(3) 입양기관의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 평가 및 진행 과정의 어려움

내 용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시간 부족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의 평가는 참여자는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
나, 제공자는 만족이 9건, 보통 6건, 불만족 1건으로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의

운영

장소 부족
예비입양부모 모집의 어려움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사섭외가 어려움
경제활동을 하는 양부가 시간 내기 어려움

<표 Ⅳ-13> 입양기관의 기존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평가
내용
분 류

내 용

빈도

만족

9

보통

6

교육 제공자 만족도

불만족

1

만족

12

보통

0

불만족

0

교육 참여자 만족도
기타

강의방법 및 시간에 대한 불만족

2

공개입양을 원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강사들은 공개입양을 전제로 강의
를 하다 보니 반발하는 사례들이 있음

2) 향후 예비입양부모교육 개선사항
(1) 향후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사항
향후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 사항은 <표 Ⅳ-15>에 제시
하였듯이 모둠식 집단활동, 평일과 주말반의 운영, 온라인 교육의 도입, 20명
이하로 소규모로 교육 진행, 입양 전문가 양성을 통한 강사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인력, 예산, 강사의 부족과
예비입양부모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15> 입양기관의 향후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사항

<표 Ⅳ-14> 입양기관의 기존 예비입양부모교육 진행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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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1회 6시간

교육 시간

1회 8시간
1회 8시간 총 3회 24시간

분류

내 용

영아

응급처치 교육 필요, 부모자녀관계형성, 자녀양육방법
연장아동 및 시설아동의 특성, 아동발달 및 부모역할
연장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편견 배제)
연장아동의 심리치료, 사후서비스, 양육체험(2개월 이상)
장애 및 장애아동 특성이해
장애아동입양 사례 (긍정적 사례 vs부정적사례)
입양대상 아동과동일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장애아동복
지시설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필요함
장애유형별 별도의 교육이 필요함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학대 받은 아동 심리에 대한 이해
입양전 신뢰관계형성의 중요성 및 양육방법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 학대 피해 아동입양 사례
다문화 가정의 이해, 아동의 모국에 대한 이해
글로벌한 부모자녀에 대한 생각
국적 취득 등 법적인 부분, 국제입양에 대한 편견과 대처방법
2차 입양(재입양)인 경우는 면제 또는 차별화된 교육
입양공개 후 겪게 되는 가족 갈등
입양대상 아동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
입양아동 및 성인입양인 사례발표
아동학대예방 교육
기본교육 + 입양아동 및 부모 특성에 따른 교육
입양가족의 입양후 위기 시나리오(경제, 건강, 가족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파양)
심리검사, 봉사활동경험
입양 후 부모교육 의무화 년 1회
입양 후 입양아동의 연령별 교육 내용 개발

연장아동

집합 교육
모둠식 집단 활동
1차 집단교육 + 2차 모둠활동

교육 방법

평일 vs 주말(토요일) 각 각 운영

장애아동

온라인 개설(해외 파견 근무자 등)
온라인 + 집합 교육 병행 필요
(1차 집합교육 2차 온라인교육)
강사

입양전문가가 너무 부족함

학대
및 방임
피해아동

입양상담 및 부모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비
국제입양

교육 인원
평가 방법
교육 주체

10명 내외 또는 20명 내외로 소규모로 진행
참여자 만족도
실무자 자체 평가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기타 : 지역별로 통합운영, 입양부모 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타

수료증 유효기간 설정필요(5년)
표준화된 교육매뉴얼 개발 및 운영

(2) 향후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사항

입양후 교육

3. 국내 입양부모의 예비입양부모교육 참여 경험 및 제안사항
향후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사항은 <표 Ⅳ-16>에 제시하
였듯이 입양에 대한 기본 교육과 영아, 연장아동, 학대 받은 아동, 장애아동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심화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입양 후에
입양아동과 가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는 시간
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국내 입양부모의 예비입양부모 교육 참여 경험 및 제안 사항은 <표 Ⅳ-17>에
제시하였다. 제안 사항은 평일과 주말 등 교육시간의 다양한 운영, 20명 이하
소규모로 운영, 소그룹 집단활동, 온라인 활용 등 다양한 교수방법의 활용, 다양
한 입양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입양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양성하여 활용할
것 등이다.

<표 Ⅳ-16> 입양기관의 향후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사항
<표 Ⅳ-17> 입양부모의 예비입양부모교육 참여 경험과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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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운영

참여 경험

제안사항

교육
시간

․ 평일, 1일 4시간
또는 8시간(2013년 이후)

교육
방법

․ 강의

강사

․ 실무자
․ 입양 또는 부모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 입양부모 사례발표

교육
인원

․ 30 ~40명

기타

내용
효과 및
만족도

․ 2회, 8시간 시간 이상
․ 교육시간의 다양화 필요
평일과 주말 모두 진행
주말 - 1박 2일 캠프
․ 소그룹 집단 활동(난임, 유자녀 등)
․ 온라인 활용
․ 다양한 교수방법의 활용 필요
․ 다양한 입양사례에 대해 제시해
줄 수 있는 강사
․ 입양 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 입양기관 현장전문가
․ 입양부모
․ 집단상담 전문가

분류

내용

영아

․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
지는 않았음, 8시간 짧음

육아 부담
아동의 다양한 기질과 성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일반적인 양육지식, 부모됨에 대한 교육

연장아동

․ 연장아동은 다양한 문제행동(거짓말, 도벽 등)을 표출하므
로,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대한 준비교육이 필요함
․ 연장아동 중에는 영아입양과 큰 차이 없이 잘 적응하는 사
례들도 있음
․ ‘연장아’라는 용어도 1년을 전후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
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연장아의 특성을 보이
면 생후 1년 미만 시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연장아 입양에
준하는 대처가 필요함.
․ 입양 전 아동의 발달력에 대한 이해와 이에 적절한 준비
및 대안 제시가 꼭 필요함

입양 후 경험하는
어려움의 해결방법

․ 인터넷 까페, 자조모임, 입양가족상담센터 등 입양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모임 및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
음
․ 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양부모교육, 아동 및 부모 상담
등과 같은 사후서비스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음

입양 후
경험하는
어려움

․ 20명 이내

․ 자녀를 맡길 곳이 없었음
․ 자연환경이 좋은 장소+
․ 딱딱한 강의실이 아닌 좋은 장소
식 사 +음 악 회 +사 례 발 표 +
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를 바람
모둠활동의 형태가 매우
유익하였음
․ 파양사례
제안사항은
․ 입양아동의 심리적·정서 에 관한 정보
<표 Ⅳ-19>
․ 사례중심 교육(정서, 심리적 변화 )이 도움이 됨
참조바람

․
․
․
․

․ 출산부모는 교육 안 받고, 입양부모
교육을 받는 것은 차별임

향후 예비입양부모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양부
모가 입양 후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을 조사하였고 <표 Ⅳ-18>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입양의 경우 육아부담, 일반적인 양육지식과 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장아동의 경우는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준
비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Ⅳ-18> 입양부모가 입양 후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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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양부모가 제시한 향후 개발 될 예비입양부모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입양부모의 입양 후 입양아동 및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은 <표 Ⅳ-19 >에 제시하였고, 일반적인 부모역할, 부모의 정신건강 및 부부관

는 <표 Ⅳ-20>에 교육서비스,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자조집단 모임으로 분류하

계의 중요성 등 일반적인 내용과 입양배경과 동기, 입양공개, 난임과 입양, 재입

여 제시하였다. 교육서비스는 입양초기 적응 및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입양부모교

양, 입양 후 형제자매 관계 등 입양과 관련된 이슈 등을 다양하게 다루어 주기

육이 필요하고, 입양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시스템을

를 원하다고 하였다.

갖추기를 원하며, 체계적인 사후서비스의 제공과 자조집단 모임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표 Ⅳ-19 > 입양부모가 제안한 예비입양부모 교육의 내용
분류

내용

공통
향후
개발될
예비입양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연장
아동

장애
아동
국제
아동

․ 일반적인 아동의 이해 – 아동관, 아동발달이론 및 발달단계,
아동의 기질과 성격
․ 일반적인 부모 정신건강 및 부부관계의 중요성, 이를 회복시
키는 프로그램,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심리검사 등 필요)
․ 일반적인 부모역할, 부모 됨의 이해와 실제, 감정코칭, 양육
코칭(입양아동이라서 그런 것인가? 라는 의문해소), 양육 원
리에 대한 간단명료한 제시
․ 입양부모의 이해 : 불임의 이슈
․ 입양 및 입양아동의 이해 : 상실, 애착, 입양 말하기
․ 입양인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음
․ 입양형제자매에 대한 이해
․ 공개 입양의 이해
․ 영아입양 vs 연장아 입양, 최초 입양 vs 재입양, 불임 입양
vs 유자녀입양 등 아동과 부모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교육
․ 참석한 입양부모 상호간에 입양배경 및 동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원함, 입양 후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
․ 파양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 선배 입양 부모와의 만남, 성공 및 시행착오 경험 소개
․ 연장아동의 특성 이해
․ 연장아 입양아동의 입양전 발달력 및 성장배경
․ 시험위탁 기간에 연장아 입양아동캠프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
가 있음(2회 이상- 외국은 6회 의무화)
․ 성공적 적응을 위해서는 개별 아동에 대한 이해, 생의 초기
에 정서적 문제를 겪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표 Ⅳ-20> 입양 후 입양아동 및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류

내용

교육

․ 입양 초기(3~4년) 집중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
함
․ 입양아동의 연령에 따라 교육이 필요함(입양부모와 입양인
대상 각각의 교육 필요)
․ 심리캠프 등 필요
․ 자격증 갱신하듯 후속모임이나 보수교육 등이 필요

상담

․ 인터넷 까페 등 온라인 상담의 활성화
․ 각 지역별로 선배입양부모 중에서 상담자를 선발하여 입양부
모가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현재 입양부모들이 자발적이고 무료로 상담하고 있는 것을 시
스템화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전문상담기관 발굴 및 연계

복지

․ 체계적인 사후서비스의 제공
현재 사후서비스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아닌, 정기적으로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자조집단

․ 입양 후 자조집단 모임 참석은 필수임
․ 입양아동도 자조집단 모임에 참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예를 들어서 영아매매와 같은 인
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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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활용방안

를 먼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정조사 전에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예비입양부
모교육 프로그램의 1단계와 같이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가정조사 전에
실시하면 입양결심 후 입양신청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막연

1. 결론

한 불안과 혼란스러움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입양 및 입양과정에 대한 정보를 습
국내 23개 입양기관과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예비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국내 입양부모, 입양기관 현장전문가, 학계 전
문가 등의 의견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예비입양

득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방법은 미국과 영국의 예비입양부
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인원 및 진행 방법과 국내 입양부모 및 입양기관 현장전문
가의 의견조사에 근거하여, 참여인원은 15명 이내 소규모로 구성하며, 강의, 토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였다.
먼저 기존의 개별 입양기관에서 진행한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각 기관의
형편과 진행하는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입양부
모교육 프로그램의 정의, 목표 및 진행원칙 등을 표준화하여 명확히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규칙(2015) 제5조에는 모든 예비입양부모를 대
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입
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입양대상 아동과 부모의 특성에 따라 내용의 차별
화가 필요하다는 국내 입양부모와 입양기관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수 교
육 프로그램, 선택 교육 프로그램 및 재입양 가정을 위한 단축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하여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 개발하였다.
세 번째로 2015년 입양실무 매뉴얼에서는 예비입양부모교육의 교육시간을 8
시간로 제시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필수교육 과정인 영아입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총 12시간으로 개발하였다. 한
회를 마치고 다음 회까지 참가자가 본인의 경험과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
이 필요하므로 1회 6시간씩 총 2회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은 심화과정으로 12시간을 추가 수강하도록 하였고, 난임가정, 유자녀가
정, 재입양, 친족입양, 독신가정, 국제입양 등 선택 교육 프로그램은 4시간에
서 6시간까지 추가 교육을 받도록 개발하였다.
네 번째로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는 2015년 입양실무 매뉴
얼에 따르면 예비입양부모 가정조사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초기 입
양상담 후, 가정조사 실시 이전에 시행하도록 변경하였다. 영국의 예비입양부모
교육프로그램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에 대한 정보

- 61 -

역할극 및 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2015년 입양실무 매
뉴얼에 따르면 교육 참여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강의식이 아
닌 토의 및 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예비입양부모가 교육을 통해 입양과
관련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형성하도록 15명 이내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예비입양부모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로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입양기관과 중앙입양원이 진행하는 것
으로 하였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규칙(2015) 제5조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실시하도
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양기관에서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전담하여 실시하
였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입양대상 아동과 부모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다양한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진행하려면, 신청가정 수가 적어서 개별 입양기관에서 진행하
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중앙입양원도 입양기관과 함께 예비입양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목표와 내용에 맞게
잘 진행되려면, 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론전문가, 실무전문가 및 사례발
표자 등 강사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현행 입양
특례법(2015)과 2015년 입양실무매뉴얼에는 강사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사의 자격 기준 및 자격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2015)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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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교육 이수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예비입양부모교육 수료증의 발급 및 관리에 대

마지막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을 담당할 강사의 자격기준을 통일하고, 강사 양

해서도 제시하였다. 2015년 입양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개별입양기관에서

성과정의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교육에 대한 업무 부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향후 개발될 입양실무매뉴얼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수료증 발급과 관리에 대한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비입양부모교육이 입양실천현장에서 잘 실천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제언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비입양부모교육이 과연 입양 실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로서의 현장적용에 대

2. 활용방안

한 사전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진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예비입양부모교
앞에서 제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비입양부모 교육프로그램
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비입양부모교육은 기존

육의 실행을 위한 파이럿팀을 구성하고, 참여할 입양기관과 참여할 예비입양부
모를 모집한 후에 실제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과는 달리 예비입양부모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표준화함으로써 향후

두 번째로 입양기관의 입양실무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 활용교육을 실

예비입양부모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입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될

시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개별입양기관에서 제공하였던 예비입양부모교육과는

수 있다. 특히 기존의 1회, 강의식, 대규모 집합교육의 형태에서 벗어나 2회 이상,

운영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자들의 빠른 적응과 활용을 위해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 예비입양부모가 입양배경 및 동기, 입양의 의미 및 입양 후 변

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화 즉 입양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 등을 심도 깊게 고려해 보고, 통찰해 보는

세 번째로 실제로 예비입양부모교육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국에서 예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입양의 이해, 입양과정 및 절차, 아동발달 및 자녀

비입양부모교육을 담당할 실무자, 관련 학계 전문가, 사례발표자 등의 인력풀을

양육방법, 사후서비스 등과 같은 입양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입양부모가 체계적으로 입양을 준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비입양부모교육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두 번째로 지역에 따라 입양을 신청하는 예비입양부모가 소수인 지역의 경우 입양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인 입양부모, 입양인, 및 실무자 등을 대상

기관 간 연합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어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대한 접

으로 만족도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에 관한 피드백

근성을 높혔다.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세 번째 영아입양, 장애가 있는 아동,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 되는 아동, 학대 및

이루어져야 한다.

방임 경험이 있는 아동 등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개발하여, 아동의 특성에 따른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난임가정, 유자녀가정, 재입양, 친족입양, 독신가가정, 국제입양 등
예비입양부모 및 가족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예비입양부모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제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의 모형 및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헤이그협약 비준 후, 우리나라 예비입양부모가 외국의 아동을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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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1
※ 입양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입양기관 전문가 의견조사(집단면담·설문조사)

□ 소속 기관
※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1. 소재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입양 사업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다.

국내 입양실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의 적

① 서울

② 인천·경기지역

③ 대전·충청지역

④ 광주·전라지역

⑤ 부산·대구 경상지역

⑥ 강원지역

⑦ 제주도

③ 기타(직접 기입:

)

2. 기관 유형
① 입양전문기관

② 입양지정기관

응을 돕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입양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비입
양부모교육 모형 및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귀하께

서 입양 현장의 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견을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 현장 전문가
※ 다음은 응답하시는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학력은?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목적

① 고졸이하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④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재학)

□ 연구비 지원기관 : 재단법인 중앙입양원
□ 연 구 진 : 변미희(백석대 교수)

② 2~3년제 대졸

③ 4년제 대졸
⑤ 대학원 졸업(박사)

2. 귀하의 전공 분야는?
① 사회복지학

② 아동학·아동복지학

③ 상담학·심리학

안재진(가천대 교수)
강지현(동덕여대 교수)

3. 귀하의 입양 실무 경력은?

년

개월

(실질적으로 입양업무를 담당한 기간을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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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2. 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교육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 설 문 내 용
1. 아래 질문을 읽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세
요.

2-1) 현재 이루어지는 예비입양부모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2)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참여자 만족도

기관명:

등)
질문
실시 기간
교육시간·횟수

해당 되는 내용에 모두 O 표하세요
1년 (
회,

)회 (ex : 1년 6회)
시간 (ex : 1회, 4시간; 2회 8시간)

3-3) 현재 이루어지는 예비입양부모교육에서 어떠한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②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③ 자녀의 양육방법

교육내용

2-4) 현재 이루어지는 예비입양부모교육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내용도 있다고

④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생각하십니까?

⑤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⑥ 기타(구체적인 내용을 써 주세요)

강사

② 입양부모

③ 입양관련 학계전문가

④ 부모교육(일반아동) 전문가

④ 타 아동복지기관 전문가 (ex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⑤ 부모교육(일반아동) 전문가
① 강의

교육방법

3.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입양기관 실무자

⑥ 기타

장소 등)

② 모둠식 집단활동(토론)

③ 실습(ex: 훈육지도 실습)

3-2) 내용상의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④ 기타(구체적인 내용을 써 주세요)

교육인원

① 1 ~ 10명

② 11 ~ 20명

④ 31 ~ 40명

평가여부

3-1) 수행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구조적 문제: 시간,

⑤ 40명 이상

① 참여자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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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③ 21 ~ 30명

3-3)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현재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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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5. 현재 이루어지는 예비입양부모교육의 한계 또는 제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5-1) 예비입양부모교육 시간은 최소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4-1) 연장아동(시설아동 포함)을 입양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5-2) 어떠한 교육방식을 선호하십니까? (집합교육, 모둠식 집단활동, 온라인 등)

4-2)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4-3) 학대 및 방임 받은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5-3) 부모교육의 주체는 어느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양기관, 중
앙입양원, 입양부모단체 등)

6. 향후 예비입양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기타 의견이 있으십니
까?

4-4) 조선족, 난민과 같은 외국의 자녀를 입양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예비입양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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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2

1. 입양자녀 수 :

2. 입양 첫째 자녀 양육기간 :

입양부모 의견조사
3. 아래 질문을 읽고, 가장 최근에 참여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세
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동안 입양 사업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다.

국내 입양실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의 적

예비입양부모교육 참여
교육시간·횟수

응을 돕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입양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비입

해당 되는 내용에 모두 O 표하세요
① 참여

② 미참여

회,
시간
(ex : 1회, 4시간간; 2회 8시간)
①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양부모교육 모형 및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②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③ 자녀의 양육방법

이에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귀하께

교육내용

④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서 입양 현장의 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견을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⑤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목적

⑥ 기타(구체적인 내용을 써 주세요)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① 강의
□ 연구비 지원기관 : 재단법인 중앙입양원
□ 연 구 진 : 변미희(백석대 교수)

교육방법

② 모둠식 집단활동(토론)
③ 실습(ex: 훈육지도 실습)

안재진(가천대 교수)

④ 기타(구체적인 내용을 써 주세요)

강지현(동덕여대 교수)

① 1 ~ 10명

② 11 ~ 20명

③ 21 ~ 30명

④ 31 ~ 40명

교육인원

⑤ 4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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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 전 예비입양부모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7. 일반적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4-1) 예비입양부모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었습니까?

4-2) 입양 전 교육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7-1) 연장아동(시설아동 포함)을 입양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5. 예비입양부모교육의 내용은 어떠했으며 실제로 입양 후 자녀양육과정에서 도
움이 되었습니까?
7-2)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5-1)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6. 입양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7-3) 학대 및 방임 받은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6-1) 위 내용이 예비입양부모교육에 포함되었습니까?

7-4) 조선족, 난민과 같은 외국의 자녀를 입양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예비입양
6-2) 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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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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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이루어지는 예비입양부모교육의 한계 또는 제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8-1) 예비입양부모교육 시간은 최소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8-2) 어떠한 교육방식을 선호하십니까? (집합교육, 모둠식 집단활동, 온라인 등)

8-3) 예비입양부모교육의 주체는 어느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양기관, 중앙입양원, 입양부모단체 등)

8-4) 그 외 현재 이뤄지는 예비입양부모교육의 제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9. 입양 전 뿐만 아니라 입양 후 자녀 양육과 관련한 재교육 혹은 상담(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내용이나 기간(횟수, 시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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