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Ⅰ.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모형
1.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1)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정의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원인으로 원가족과 분리되어 새로운
가족이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
는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입양을 심리적·정서적·사회적·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2)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중심
관점을 가지도록 한다.
(2) 아동의 발달적 욕구와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3)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가족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한
다.
(4) 친생부모의 상황과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5) 입양부모의 입양 배경과 동기를 명확히 하고 입양을 최종 결정한다.
(6) 입양기관, 입양단체, 자조집단 모임, 아동복지기관, 가족복지기관 등 팀
워크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한다.
3)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원칙
(1) 본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한다. 다만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담당강사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강사의 재량에 따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이 전체 프로그램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20%를 넘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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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뉴얼 운영팀의 허락 하에 수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본 프로그램의 진행은 주 강사와 파트타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전체 진행을 주도하는 주 강사는 사전에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방
법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본 프로그램에 참가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
체 프로그램 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여야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
다.
(4) 본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하며, 참가
자가 공개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다만 참가자가 공개
한 내용이 개별 참가자 및 전체 참가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 강사가 운영팀에 보고하도록 한다.

2.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모형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입양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모듈별
로 개발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그림 Ⅰ-1>에 제시하였다.
1) 필수 교육 프로그램
필수 교육 프로그램은 입양대상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입양 프로그램
과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입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
다.
첫째, 영아입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총 12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12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은 1회 6시간씩 총 2회기, 또는 1회 4시간씩 총
3회기로 구성할 수 있다. 한 회기를 마치고 다음 회기까지 참가자가 본인의
경험과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회기 간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회기 12시간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연장아동 등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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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및 가정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단계 기본과정과 2
단계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두 단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였다. 1단
계와 2단계 모두 12시간씩 총 24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영아입양 교
육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각 12시간 교육은 1회기가
아닌 최소 2회기 또는 3회기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
라서 총 24시간의 교육과정은 4~6회기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 스웨덴과 영
국의 예비입양부모 교육 운영 지침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통해 입양이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함축하는 의미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과정에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바, 교육은 이러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회기 간에 간격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2) 선택 교육 프로그램
선택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입양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임가정, 유자녀가
정, 독신가정, 친족 입양, 국제입양, 재입양 등 6개의 모듈별로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유자녀 가정은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이고, 재입양은 입양자녀
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선택 교육 프로그램은 입양허가를 위한
필수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예비양부모와 입양가정의 효과적인 적응을 돕
기 위한 것이다.

6개의 모듈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난임가정, 유자녀가정은

1회 6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외 독신가정 입양, 친족입양, 재
입양, 국제입양은 1회 4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의 교육을
추가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3) 재입양 가정을 위한 단축 프로그램
1)의 필수 교육 프로그램 수강 후 5년 이내 재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필
수 교육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2) 선택 프로그램 중 재입양 모듈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아입양 후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재입양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교육을 기존에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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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므로, 1)의 필수 교육 프로그램 중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입양 2
단계 심화과정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1단계는 생략 가능). 필수교육 프로그
램을 수강한 후 5년 이후 재입양하는 가정의 경우, 필수 프로그램 중 입양절
차, 사후서비스 등 변경가능성이 큰 내용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전체의
50%를 선택 수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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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입양

영아입양

필수
과정

1단계 기본과정

▪ 교육 시간 : 1회 6시간
총 2회 12시간, 평일 2회
또는 1박2일 캠프
▪ 교육 방법
강의, 발표 및 토론, 역할극, 실습
기타(영상시청 등)
▪ 강사
실무전문가, 입양인, 입양부모
▪ 교육인원
15명 내외
▪ 교육 내용
소개 및 입양 동기
입양(절차) 및 입양삼자의 이해
아동발달 및 자녀양육방법*
입양가정 지원 및 사후서비스*
입양사실 말하기와 공개입양
입양인 및 입양부모 사례발표
(긍정적 사례 VS 부정적 사례)

▪ 교육 시간 : 1회 6시간
총 2회 12시간, 평일 2회
또는 1박2일 캠프
▪ 교육 방법
강의, 발표 및 토론, 역할극, 실습
기타(영상시청 등)
▪ 강사
실무전문가, 입양인, 입양부모
▪ 교육인원
15명 내외
▪ 교육 내용
소개 및 입양 동기
입양(절차) 및 입양삼자의 이해
아동발달 및 자녀양육방법*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이해
입양가정 지원 및 사후서비스*
입양사실 말하기와 공개입양의 이해
입양인 및 입양부모 사례발표
(긍정적 사례 VS 부정적 사례)

↓

↓

2단계 심화과정

↓

▪ 교육시간, 교육방법, 강사, 교육인원은
기본과정과 동일
▪ 교육 내용
애착, 상실, 가족관계 강화, 훈육, 마무
리 활동

↓
↓

선택과정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모듈 5

모듈 6

난임가정

유자녀가정

재입양

친족

독신가정

국제입양

▪ 1회 6시간
▪ 내용
난임과
입양의 이해

▪ 1회 6시간
▪ 내용
유자녀가정
입양의 이해

▪ 1회 4시간
▪ 내용
재입양의
이해

▪ 1회 4시간
▪ 내용
친족 입양
이해

▪ 1회 4시간
▪ 내용
독신입양
이해

▪ 1회 4시간
▪ 내용
국제입양이해
▪ 타기관 :
다문화교육

* 사이버교육이 가능함. 다만 농어촌 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그림 Ⅰ-1>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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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1) 프로그램 시행 시기
예비입양부모 교육은 초기 입양상담 후, 가정조사 실시 이전에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예비양부모들은 입양결심 후 입양신청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입양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과 사회·문화적 통념(입양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등) 간의 괴리 속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입
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
문에 초기 상담 후에 예비양부모교육에 참가하여 입양절차에 대한 정보를 습
득하고, 구체적 사례와 경험담, 전문가의 의견, 바람직한 입양에 대한 인식 등
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조사실시 이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
정조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준비하는 기회를 갖는다.
2) 프로그램 진행 방법
예비입양부모 교육 내에서의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프
라인에서 소집단(15명 내외)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집단의 크기
는 최대 2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진행은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주 강사와
소집단 활동을 돕는 보조강사 2명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한다. 주 강사의 자격
기준은 아래에서 다룬다. 주강사와 보조강사는 강의, 토의, 역할극 및 실습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농어촌 지역 등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2회기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발달 및 자녀양육방법과 입양가정 지원 및 사후서
비스에 관한 내용은 예비입양부모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므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
도록 하였다. 사이버 교육을 통해 진행가능한 내용은 <그림 Ⅰ-1> 모형에서
*로 표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참가자가 프로그램 일부를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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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프로그램 시행 기관
교육시행 기관은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교육 프로그램별 시행기관은 아래 <표 Ⅰ-1>에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영아입양과 같이 예비입양부모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은 입양기관이 자체적
으로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입양기관이 함께 예
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프
로그램은 영아입양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으므로 여러 개의 입양기관이 함께
연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향후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입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여
러 개 입양기관이 연합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제시한 자격기준을
갖춘 주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입양기관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모듈별 선택 교육 프로그램은 입양기관과 중앙입양원이 분담하여 예비입양부
모 교육을 실시한다.
모듈 교육 프로그램 중 상대적으로 참여인원이 많은 난임가정과 유자녀가정,
재입양 가정 대상 프로그램은 입양기관에서 담당한다. 모듈 교육은 선택 프로
그램이므로 각 입양기관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교육 참여인원이 적을 수
있으므로, 각 입양기관의 전문성을 살려서 연합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예를 들어 A 기관은 난임 모듈, B 기관은 유자녀 모듈, C 기관은 재입양
모듈 등으로 개설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
이다.
친족입양과 독신가정 입양은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참여자를 모집해야만 주기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중앙입양원
에서 연 2~3회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수령국 관점의 국제 입양에서 예비입양부모 교육이 필요한데, 헤이그 협약에
서 중앙당국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국내에서 국제 입양실무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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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고, 입양 후 사후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Ⅰ-1>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시행기관
입양기관
분류

중앙입양원

중앙입양원
+ 입양기관

단독

연합

영아입양

O

O

-

-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

-

O

-

모듈

난임

O

O

-

-

유자녀

O

O

-

-

친족

-

-

O

-

독신

-

-

O

-

국제

-

-

-

O

재입양

O

O

-

-

4) 강사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중앙입양원에서는 강사의 모집, 선발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가 있으며, 강사관리 위원회는 학계전문가, 중앙정부의 담당 공무원, 입양기관
의 실무자 및 중앙입양원 실무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사관리 위원회에서는 강사의 모집, 선발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며, 강사의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중앙입양원에서 강사관리위원회
를 구성하면, 강사관리위원회에서 강사의 모집, 선발, 관리 및 보수교육에 대
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 강사의 자격은 강사의 전문성에 따라 이론전문가,
실무전문가, 입양부모 및 입양인 등으로 분류하여 <표 Ⅰ-2>에 제시하였다.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주 강사는 입양기관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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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입양실무 전문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 강사는 필요에 따라 아래에
서 강사자격 기준에 맞는 이론 전문가, 집단상담 전문가 및 사례발표자를 참
여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입양부모의 경우 입양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임원
또는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한 경우에는 다양한 입양사례 및 실무에 대한 경험
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강사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양실무 전문가가 진
행하는 교육의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표 Ⅰ-2>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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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격 조건

이론전문가

입양실무
전문가

실무전문가
집단상담
전문가

입양인

사례발표
입양부모

· 입양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교수, 강사, 연구원 등
· 아동발달 및 양육지도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강사 등
·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1회 이상 참관한
이론 전문가
· 예비입양부모교육 강사과정을 수료한
입양 실무 전문가
· 입양 업무 담당 기간이 5년 이상 된 입
양기관 현장 전문가
·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3회 이상 참관한
입양 실무 전문가
· 예비입양부모교육 강사과정을 수료한
집단상담 전문가
· 5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20회 이상인 집단
상담 전문가
·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3회 이상 참관한
집단 상담 전문가
· 성인 입양인
·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3회 이상 참관한
입양인
· 첫째 자녀 입양 후 10년 이상 된 입양
부모
· 입양부모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임원
및 회원으로 활동하여 다양한 입양사례
를 경험한 부모
·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3회 이상 참관한
입양부모

담당 내용

전체 프로그램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2단계

전체 프로그램
사례발표

5) 수료증 발급 및 관리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예비입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수료증은
중앙입양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입양원에서는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주 강사에게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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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주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주 강사에 대한
훈련이 완료된 후에는 이들이 각 입양기관에서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중앙입양원에서 수료증을 직접 발급하기 보다는 주 강사
가 소속된 입양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운영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다만 교육에 참여하는 예비입양부모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친족입양, 독신입양, 국제입양은 중앙입양원 단독 또는 중앙입양원
과 입양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중앙입양원에서 수료증을 발급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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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1.

영아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

1) 프로그램 개요

회기

시간

주제

(12시간)

참석자 및 프로그램 소개
1

1.5시간

입양의 이해 - 개념, 유형, 현황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

1.5시간

입양의 의미

진행방법

강의
발표
및 토론

아동권리관점에서 입양삼자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해
2시간

입양삼자의 이해
2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의 입양 전과 입
양 후 삶에 대한 이해)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1시간

과제물 : 본인의 성장과정 및 자녀양육계획서
3

강의
A4 5매 내외

아동발달의 이해 및 자녀양육방법

2시간

강의

입양가정 지원 및 사후서비스

1시간

강의
발표
및 토론

입양사실 말하기와 공개입양의 이해
4

강의
역할극

성인입양인, 입양부모 사례발표
입양부모의 다짐

- 선언문

1.5시간
1시간
0.5시간

사례발표
발표

친생부모와 미래의 입양자녀에게 편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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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1) 1회기 1주제 : 참석자·프로그램 소개 및 입양의 이해
<1회기 1주제 프로그램 개요>

목표

단계

1부

2부

강사
Tip

기대
효과

① 강사와 참석자 상호 간 친밀감을 형성한다.
②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정의, 목표, 진행원칙, 모형 등을
이해한다.
③ 입양의 개념, 역사, 유형 및 현황을 이해한다.
소요
내용
진행방법 준비물
시간
<도입>
강사가 먼저 강의실에 도착하여 강의실에
도착하는 참가자들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하
며 이름표를 나누어준다.
<참가자 및 프로그램 소개>
참석자
①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간단
강사
이름표
하게 적도록 한다.
40분
및
활동지
② 먼저 강사가 이름, 경력, 관심분야, 가족
프로그램
교재
관계, 현재 기분, 컨디션, 관심거리 등을 자
소개
연스럽게 공개하면서 참석자들도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여 친밀감을 형성한다.
③ 강사가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정
의, 목표, 진행원칙, 모형 등을 설명한다.
<입양의 이해>
입양의 개념, 입양유형, 국내입양현황 등을
강의
이해한다.
50분
및
교재
<마무리>
질의응답
교육내용을 요약하고,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① 참가자가 자기소개를 할 때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예비입양부모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교육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것을 격려한다.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도 설명한다.
①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입양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② 친밀감 형성을 통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조집단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

- 90 -

<1회기 1주제 교재 : 참석자·프로그램 소개 및 입양의 이해>

1. 프로그램 및 참가자 소개
1) 참가자 소개
(1) 강사가 먼저 강의실에 도착하여 강의실에

도착하는 참가자들에게 친근

하게 인사를 하며 이름표를 나누어 준다.
(2)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간단하게 적도록 한다.
(3) 먼저 강사가 이름, 경력, 관심분야, 가족관계, 현재의 기분, 컨디션, 관
심거리 등을 자연스럽게 공개하면서 참석자들도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여 친밀감을 형성한다.
(4) 참가자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미리 준비하여 모든 프로그램에서 개별
참가자가 만든 활동지는 실물을 그대로 보관하게 하며, 스마트폰에 사진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한다.
<활동 1> 참가자의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목표
2) 프로그램 소개
앞에서 제시된 ‘Ⅰ.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에 제시되어 있는 예
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정의, 목표, 진행원칙 및 모형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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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참가자의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목표
모든 참가자가 아래 활동지에 제시된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작
성하고, 발표하도록 하며, 전체 프로그램 마무리 시간에 본인의 기대와 목표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1)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알고 싶은 것과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것 즉 현재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그 외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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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의 이해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
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다양한 원인으로 친생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고
자녀의 입양에 동의하면, 행정적․법적 절차를 거쳐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간의
입양이 성립된다.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의 입양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양된
다.
2) 입양의 목적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
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입양의 유형
(1) 법에 따른 입양 유형
①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목적으로 한다.
◦입양의 성립 :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양의 효력 : 민법에 의한 친양자와 동일함. 즉 입양아동은 입양한 부부
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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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파양 : 협의상 파양은 없으며, 양자, 양친, 검사가 가정법원에 파양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법에 의한 양자 입양
◦민법 제866조부터 908조에 의함
◦양자입양의 성립 :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양자입양에 효력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된다.
◦양자입양의 파양 : 양자입양은 입양부모와 입양인, 친생부모가 협의하면
협의상 파양이 가능하며, 협의가 안 되면 양친, 양자, 친생부모, 후견인, 검
사가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민법에 의한 친양자 입양
◦민법 제908조의 2부터 908조의 8에 의함
◦친양자입양의 성립 :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입양에 효력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된다.
◦친양자입양의 파양 : 양친, 양자, 친생부모의 부 또는 모, 검사가 가정법원
에 파양을 신청할 수 있다.
(2) 입양 공개 여부에 따른 입양유형
① 비밀입양 : 입양 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
로 하며, 마치 입양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가정하며 비밀을 계속 유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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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입양 : 입양 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개
하지만 친생부모와는 접촉하지 않는다.
③ 개방입양 : 입양사실을 공개하며, 친생부모와도 편지, 사진교환, 만남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한다.
(3) 혈연 유무에 따른 입양 유형
① 친족입양

: 확대가족 등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입양

이 성립된다.
② 비친족입양 :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입양
함

4) 입양 삼자의 이해
(1) 입양아동
입양대상 아동은 친생부모, 보호자, 후견인 등이 입양에 동의한 아동을 의미
하며, 아래에 입양특례법 제9조에 의한 입양대상 아동을 제시한다.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
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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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뢰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 그 밖에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
(2) 친생부모
친생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에 동의한 입양대상 아동의 생
물학적 부모이고, 친생부모는 경제적 빈곤, 이혼․별거로 야기된 가족해체, 미혼
모, 사망, 아동학대 및 유기 등의 이유로 친권을 포기하게 된다.
(3) 입양부모
입양부모는 난임, 아동복지적 동기 등으로 자녀의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며,
입양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입양부모 자격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
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
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함.

- 96 -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단, 양친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5) 국내외 입양현황
국내외

입양현황은

<표Ⅱ-1>에

제시하였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2,500명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2012년에는 1,880
명,

2013년에는

92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국내입양과

국외입양비율은

2007년에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높아졌으며, 2013년의 경우 국
내 입양 74.4%, 국외입양 25.6% 였다.
<표 Ⅱ-1>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24,75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922

국내

67,607
(30.1%)

1,332
(41.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국외

157,145
(69.9%)

1,899
(58.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출처 : 보건복지부(2014).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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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기 2주제 :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동기 및 입양의 의미
<1회기 2주제 프로그램 개요>

목표

단계

1부

2부

① 참가자들이 자신이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를 명확히 한다.
② 참가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삶에서 입양의 의미에 대해서 인식한다.

내용

소요
시간

진행
방법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 입양의
의미 탐색>
① 강사가 2~3 입양사례를 제시하면서 입양
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 입양 후의 삶
에 대해서 소개한다.
②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장배경, 가족관계 등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 시
기에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가 무
엇인지 생각해본다. 부부 공동 작업이 아닌
개별 작업으로 진행한다.
③ 참가자 자신의 입양배경 및 동기를 입양
대상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입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④ 자신의 입양배경 및 동기, 의미를 글이나
그림으로 구체화시켜 본다.

40분

개별
활동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 발표>
①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 입양의 의미를 발표한다.
② 모든 참가자들의 발표가 끝나면, 처음에
자신이 작성한 입양배경 및 동기, 입양의 의
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수정하
기를 원하면 수정하도록 한다.
<마무리>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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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교재
활동지
그림
그리기
도구

발표
및
토의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강사
Tip

① 참가자들이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에 대해서 심층적·다각적
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② 난임가정인 경우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에 대해서 발표할
때, 울음과 같은 감정이 폭발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
고 대처한다.

기대
효과

① 참가자들이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삶에서 입양의 의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 가족과 미래의 입양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수 있다.
② 다른 참가자의 입양 배경 및 동기를 들으면서, 입양을 고려하는 예비
입양부모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1회기 2주제 교재 :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동기 및 입양의 의미>
1회기 2주제는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동기 및 입양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
간으로 아래에 제시된 활동지로 개별 활동 후 발표 및 토의로 진행된다.
<활동 2 >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동기 및 입양의 의미
<개별 활동 후 발표를 위한 지침>
①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장배경, 가족관계 등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서 돌
아보면서, 이 시기에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가 무엇인지 생
각해본다. 부부 공동 작업이 아닌 개별 작업으로 진행한다.
② 참가자 자신의 입양배경 및 동기를 입양대상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생
각해 보도록 한다. 입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③ 자신의 입양배경 및 동기, 의미를 글이나 그림으로 구체화시켜 보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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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찍는다.
④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 입양의 의
미를 발표한다.
⑤ 모든 참가자들의 발표가 끝나면, 처음에 자신이 작성한 입양배경 및 동
기, 입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수정하기를 원하면
수정하도록 한다. 완성된 글이나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게 한다.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 :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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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활동내용
1)

입양을 고려하게 2)
된 배경
3)

1)
입양을 선택하게 2)
된 동기
3)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동기 : 그림
① 참가자가 원할 경우 더 큰 스케치북이나 전지를 제공한다.
② 그림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탐색도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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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회기 1주제 : 아동권리관점에서 입양삼자의 이해
<2회기 1주제 프로그램 개요>
목표

①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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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부

2부

강사
Tip
기대
효과

② 아동권리 관점에서 입양 삼자(입양이 전, 입양이 후)를 이해한다.
소요
진행
내용
준비물
시간
방법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아동권리의 이해>
① UN 아동권리협약
② 아동권리의 개념 및 입양관련 조항

30분

강의
및
질의
응답

교재

<입양 삼자의 이해>
① 입양삼자의 이해
친생부모, 입양아동, 입양부모
② 입양삼자가 되어 보기
- 친생부모가 되어 보기
- 입양아동이 되어 보기
전지
- 미래의 입양부모 되어보기
입양 이전의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
매직펜
강의
한 상황 또는 입양아동과 가족이 경험하
90분
및
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역할극을 해
영아소품
역할극
본다. 입양 이후는 입양아동의 발달 지
체, 의료적 문제, 심리적, 정서적, 사회
임산부
적 문제, 형제자매와의 갈등, 외모의 차
소품
이로 인한 차별, 양육부담으로 인한 가
족 갈등, 경제적 문제 등의 내용을 포함
한다.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① 참가자가 친생부모, 입양아동, 입양부모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② 참가자들이 역할극 이전과 역할극 이후에 입양 삼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① 친생부모, 입양아동, 입양부모가 되어보면 경험을 통해 친생부모, 입
양아동, 입양부모의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② 입양삼자의 입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회기 2주제 교재: 아동권리관점에서 입양삼자의 이해>

1. 아동 권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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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사회의 최초의 협약이다. 아동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된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
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
두 똑같이 중요하다. 아동권리협약을 보완하는 3개의 선택의정서도 있다.
1) 아동 권리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
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의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의 권리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
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 참여의 권리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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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 관련 조항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중에서 입양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20조
①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적 환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
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조치를 마련해
야 한다.
③ 이러한 보호조치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적절히 감안하여 조치한다.
(2) 제 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아동의 입양은, 해당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
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
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관련자가 필요한 상담을
통해 입양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동의했음을 전제로, 자격이 있는 관계
당국에 의해서만 허가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입양은, 아동을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이 맡을 수 없다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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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입양 대상 아동에게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조치와 기준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위탁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④에 해당되는 경우, 양자 또는 다자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 내 입양
위탁이 유자격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한다.

2. 입양 삼자의 이해
1) 입양아동의 이해
(1) 입양아동의 특성
입양아동은 입양됨의 과정을 거쳐 정체감을 입양인으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 친생부모로부터 분리와 상실의 경험이 있다.
◦ 친생부모(가족)와 입양부모(가족) 즉 두 세트의 부모(가족)가 존재한다.
◦ 자신의 대해 모두 알기 위해서 생물학적 배경, 출생, 가족력 등 뿌리찾기에
대한 욕구가 보편적으로 존재함. 그러나 현재 생활의 불만족 또는 부족으
로 친생부모를 찾는 사례도 있다.
(2) 입양아동 심리 및 정서의 이해
<입양아동의 핵심 감정>
상실, 거부, 죄책감·수치심, 애도, 정체감, 친밀감·관계, 통제·성취

<표 Ⅱ-2> 입양아동의 핵심 감정
핵심
감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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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입양 전에 심각한 상실로 인해 고통 받았어요. 그러나 입양부모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 나에게 생일은 아마도 매우 힘든 날일지도 모릅니다.
․ 나는 입양부모님이 나를 포기할까봐 두려워요.
거부
․ 나는 입양부모님이 양육하기에 내가 너무 힘든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
움이 있어요
․ 나는 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입양으로 인한 상실 때문에 특별한 욕
죄책감
구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
․ 내가 나쁜 아이라서 친생부모가 나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지독
수치심
한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입양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 내가 만일 나의 상실을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다면, 입양부모님과 다른 사
람들로부터 받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나의 능력은 숨어 버릴 거 같아요.
애도
․ 나의 해결되지 않는 슬픔은 입양부모에 대한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 나는 상실을 애도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나의 입양에 대한 감정을 어떻
게 다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 내가 단지 친생부모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생각하지
정체감
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 친생
․ 나는 입양부모님이 친생부모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부모
․ 나는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에 대해, 출생과 가족력에 대한 진실을 알
및
기를 원해요.
생물학 ․ 나의 의료적 기록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적 배경 ․ 나는 실제의 나보다 조금 더 완벽하게 나를 표현할지도 몰라요. 나는 숨겨
진 나의 한 부분이 밝혀져서, 나의 정체성의 전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입
있는
양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대로
․ 나에게 입양부모님처럼 보이거나 행동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입양부
인정
모님이 우리의 다름을 인식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 내가 입양부모님에게 속한 자녀가 되게 하세요. 내가 입양부모님을 나 자
신으로부터 차단하도록 하지 마세요.
친밀감
․ 내가 나의 두려움을 매우 나쁜 방법으로 표현할 때 제발 나와 함께 있고,
·
지혜롭게 반응해 주세요.
관계
․ 내가 친생부모 찾기를 결정할지라도 나는 항상 입양부모님이 내 부모이기
를 원할 것입니다.
통제
․ 제발 입양과 관련된 나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나의 동의 없이 다른
·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 나는 인격적인 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요.
성취
출처: Sherrie eldridge의 <입양아동이 바라는 입양부모가 알아야 할 20가지
(2004년),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 입양부모에게 필요한 20가지(2009)를 재구성함
상실

2) 입양부모의 이해
(1) 입양부모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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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는 입양부모서의 정체감을 형성하여야 하며, 비입양가족과 동일하게
수행해야하는 부모역할과 더불어서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따
라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또는 문제 등을 잘 해결해야 할 과업이 존재한다.

◦ 입양부모, 특히 불임부부인 경우는 자존감의 손상, 생물학적 자녀에 대한
상실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 입양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은 늘 차선책이 되거나 자신이 낳지
못한 ‘이상적인 자녀’를 대치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아동이 되어야 하고, 아
동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나쁜 혈통 탓’으로 돌려질 수 있다.
◦ 입양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모역할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이 친생부모를 찾아 나서고 친생부모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음. 입양부모는 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해
서 호기심을 갖는 것을 자신들이 부모로서 실패하였거나 아동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한다(Kadushin & Martin, 1988).
(2) 성공적인 입양을 위한 입양부모의 준비
① 일반적인 심리적 준비
㉮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체크하라.
㉯ 완벽함에 대한 욕구를 다루어라. : 완벽함은 비합리적 신념이다. 완
벽함은 최고가 되고, 이상에 도달하고,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을 의미하는데, 완벽함이 가능한 일인가?
㉰ 스트레스를 다루어라(자기 자신을 돌보아라).
② 입양과 관련된 심리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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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과 관련된 혼합된 감정을 경계하라(행복과 슬픔)

․나는 과거 불임이슈로 인해 내가 부모로서 부적절하다고 항상 느낀다
․내가 생물학적 자녀와 함께 생활했다면 내 삶은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
․나는 입양자녀에게 엄마와 같은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

.

.

이모나 고모 같은 느낌이다. 나에게 잘못이 있는가?

․왜 나인가요

?

하나님.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지치는 것이다.

․입양 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것인지 궁금해 했다
․나는 내가 화를 내고 통제하는 유형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입양자녀가 선택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거나 나의 성공적인
.

,

.

생물학적인 녀와 비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 진짜가 되어라: 양육에 온 마음을 다하기 위해 상실을 슬퍼하라.
㉰ 죄책감 여행을 거절하라 : 진짜 죄책감과 가짜 죄책감의 차이를 알
아라.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친생자와 입양자녀에 대해 동일한 애착을 느끼지 못
하는 것이 너무 끔직하다.
㉱ 입양에 관한 냉담한 말들에 대한 상처를 회복하라.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

<

․어디서 아이를 데려왔나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나요 국외입양의 경우
․비용은 얼마가 들었나요
․왜 입양했나요
․왜 국내에 입양이 필요한 아동 대신 국외입양을 했나요
․위탁아동은 입양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아마도 당신은 아이를 돌려보낼지도 모른다
․그 아이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오 이 아이가 그 입양아들인가요
․이 아이들은 당신과 유전적으로 다르니까
?

? (

)

?

?

? (

국외입양의 경우)

.

.

.

,

?

,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아이는 게으르고 당신의 친생자만큼 스마트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는 어디 출신인가요 그 아이는 당신 가족 누구와도 닮지 않았어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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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다른 사람이 포기한 아동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

,

그 아이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당신은 입양자녀 한 명과 당신 자신의 아이 한 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하나 또는 둘을 낳은 후에 입양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입양한 후에도 여전히 나 자신의 아이를
?

.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입양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

.

③ 입양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준비
㉮ 입양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바라보라
입양에 관한 6가지 상식

<

:

진실인가?>

․입양아동에게 입양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단지 입양아동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입양가족은 비입양가족 생물학적 가족 과 비슷하다
․입양은 평생에 걸친 여행이다 항상 입양에 대해 생각한다
․입양아동은 많은 짐과 함께 온다 짐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어려움
․입양부모는 영웅이다
.

.

(

)

(

.)

(

:

)

.

30~50%

시민들은 입양아동이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비입양아동보다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언제 어떻게 출생과 입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공
개와 정직)
㉰ 큰 그림을 그려라: 입양자녀의 시각에서 보라

입양 자녀의 시각>

<

․만일 내가 비밀과 함께 산다면 나는 그 비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입양의 복합적인 감정을 부인하면서 살게 된다면 나는 조용히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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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나의 출생과 나의 부모에 대해 듣지 못한다면

,

나는 부모님이 나에

게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상실과 애도가 해결되지 않는 부모님과 산다면

,

나는 그들이 나에게

실망하였고, 내가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나의 잃어버린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부모님과 살게 된다면

,

나

는 나의 과거와 출생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입양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부모와 함께 산다면 나
는 내 감정을 감추고 이슈가 되는 물음에 대해 방어하는 것에 대해 배울 것이
다.

․만일 내가 정신적인 영적인
(

)

기초를 제공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살게 된다면,

나는 내 인생이 실수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친생부모의 상실이 정신적인 쇼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와 살게
된다면, 나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 그들이 존재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정체감에 있어서 나와 다름을 축복하는 부모와 살게 된다면

,

나는

다름이 나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재미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
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가르치는 부모님과 살게 된다면

,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강하고 열정이 있는 부모와 살게 된다면 나는 내 인생을 위한 특별
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

나는 깨어진 내

삶 위에 있는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④ 입양자녀와 애착 및 신뢰감 형성
㉮ 신뢰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 당신의 자녀가 정말로 편안해 하는 것을 발견하라.
㉰ 부모 자녀 간 친밀감을 위해 노력하라. : 자녀의 근본적인 정서와
대해 배우고, 연결하라.
㉱ “진짜 부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준비하라.
㉲ 다름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너는 부모에게 독특하게 아름다
운 방법으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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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자녀의 친생부모를 존중하라.
⑤ 성공적인 입양가정에 대한 확신과 지원체계의 마련
㉮ 입양 성공의 Sweet Spot을 찾아라.
㉯ 지원체계를 만들어라.: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
함의 표시이다.
㉰ 너의 가족을 축북하라. :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회상해 보아라.
㉱ 희망을 클릭하라(Sherrie eldridge, 2004).
3) 친생부모의 이해1)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대상 아동 중에서 미혼모의 아동이 90%이상을 차지하
며, 2012년의 경우 93%로 나타났다.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는 여성
들은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Jones(1993)는 친모증후군
(birth mother syndrome)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친모증후군에는 충격적 회상,
악몽,

불안,

기피

또는

공포

반응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손상된 자존감과 피동적 자세, 겉
으로는 완벽하고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적으로는 수치심, 자기 저주 또
는 고립감을 느끼는 정체감의 이분화 현상, 친권 포기의 순간에 고착되어 있
는 것 같은 자기 학대, 애정관계, 가족관계, 자녀양육, 직무 태도, 자아상 등
삶 전반에 걸쳐 감정과 행동이 극단을 오가는 생활과 같은 증상들이 포함된다
(Kadushin & Martin, 1988).
실제로 국내 실증조사(김혜영 외 2009)에서도 입양 결정 후 미혼모들은 ‘슬
프고’, ‘후회스러우며’, ‘절망스럽고’, ‘화가 나는’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느
꼈던 반면, ‘편안하거나’, ‘홀가분한’ 느낌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입양을 선택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34.4%)가 가장 많았으
며,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29.8%),

‘부모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

서’(9.8%), ‘나의 장래를 위해서’(7.4%), ‘가족들의 권유로’(7.0%), ‘아기 아
1) 도미향 외(2014). 아동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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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와 결혼할 수 없어서’(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학력수준도 낮은
만큼, 자녀양육에 있어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미비할 가능성이 높아
자발 혹은 비자발적으로 양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임신을 원했을수록, 임신 사실에 대한 인지가 빠를수록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녀 양육과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사

회적 여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보다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같은 규범적 요
소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 활동 3> 친생부모 및 입양아동 되어보기: 역할극
<역할극 과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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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조 구성
상황 및 주제
설정하기

시나리오
작성하기

활동내용
함께 활동할 조원을 구성하고, 조이름과 조장을 선정한다.
부부인 경우 다른 조에 구성되도록 하며,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구성한다.
조장과 조원이 함께 역할극을 진행할 상황 및 주제을 설정한
다.
1) 친생모와 친생부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2) 양육과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
3) 출산과 분리의 과정
4) 입양을 보낸 이후의 삶(직후, 1년후... ) 등 등
<출산과 분리의 과정>
친생모 :
아동(인지능력이 있다고 가정함) :
친생부 :
친생모와 친생부의 가족 :
병원 관계자 :
입양기관 관계자 :

배역정하기

구성원이 시나리오에 따라 배역을 정하고, 소품을 활용하여 분
장한다.

연습하기

연습하기

공연하기

공연하기

소감 나누기

느낌 점과 소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나눈다.
<역할극 주제 및 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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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름
조장
조원
역할극 주제
친생모(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아동(인지능력이 있다고 가정함) :
배역

친생부(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
친생모와 친생부의 가족 : 친생모의 모, 친생부의 모
병원 관계자 : 의사 또는 간호사
입양기관 관계자 : 사회복지사

기타

유의사항

<역할극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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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4) 2회기 2주제 :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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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2주제 프로그램 개요>
목표

① 입양의 효과 및 절차에 대해 이해한다.
② 입양동의철회, 입양취소, 파양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이해한다.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1부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입양의 효과>
① 입양이 갖는 영구성을 이해하기
② 입양은 전생애적 과정임을 이해하기
③ 아동이 입양가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기

15분

강의
및
토의

교재

2부

<국내입양의 절차의 이해>
① 가정조사의 필요성과 절차 및 내용 소개
② 아동매칭과 선보기, 입양전위탁 절차 소개
③ 가정법원 허가과정 소개
④ 입양신고 및 아동인도 절차
⑤ 사후관리 관련 규정

25분

강의

교재

3부

<입양동의철회, 입양취소, 파양의 이해>
① 입양동의철회의 법적근거와 절차 이해
② 입양취소의 법적근거와 절차 이해
③ 파양의 법적근거와 절차 이해
(원칙적으로 파양은 불가함을 이해함)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20분

강의
파양
사례
질의
응답

교재

강사
Tip

① 입양절차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가정조사, 법원허가 등 한층
강화된 입양절차가 왜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참
가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예비입양부모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교육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것을 격려한다.

기대
효과

① 참가자가 국내입양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입양절차에서 혼
란을 경험하지 않고, 각 절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② 본인이 입양절차 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입양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단계

내용

<2회기 2주제 교재 :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 117 -

1. 입양의 효과
입양은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법적,
사회적 과정으로,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인위적인 법적 관계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입양아동은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입양아동의 입
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부모에게로 이전된다.
이처럼 입양은 비혈연관계인 부모-자녀가 만나, 법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영구적’인 특성을 띤다.
입양이 지닌 영구성으로 인해 입양은 친생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
한 가장 바람직한 대리보호제도로 알려져 있다. 현대사회에서 입양의 목적은
친생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에게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입양제도의 오랜 역사에서
이렇듯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입양이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며, 과거의
입양제도는 주로 가(家)를 위한 제도로서 기능해왔다. 즉, 가문의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자녀가 없는 부부, 또는 더 많은 자녀를 원하
는 부부에게 자녀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입양부모는 입양
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녀를 얻게 되지만 이는 입양제도가 갖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입양의 목적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
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가 출생한 아동들이며,
이외에 유기된 아동, 빈곤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등이 소수를 차지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며, 일부는 양육시설에서 보호
를 받고 있다.
입양의 효력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발생하게 되며, 양친 또는 양
자는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
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을 신고하여야 한다.
입양의 효력은 이후 별도의 파양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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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또한 파양은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입양
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은 영구적인 가족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입양은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리보호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2. 국내입양의 절차의 이해
국내입양절차는 <그림 Ⅱ-1>에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
다.

<그림 Ⅱ-1> 국내입양 절차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5). 2015 입양실무매뉴얼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 119 -

1) 개정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 및 의미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절차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
데, 여기에는 법원의 입양허가제도 도입,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
담 및 양육정보 제공 등 부모의 직접 양육 지원, 입양숙려제도 도입, 입양인에
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 부여, 국내입양 우선추진 의무화 등이다. 또
한 입양허가제의 도입으로 입양신청 후 허가까지의 기간이 약 6개월~1년가량
으로 증가하였다.
입양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한층 엄격해진 입양절차에 대해 불만을 가
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입양부모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
동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 즉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아동은 ‘원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들에게는 최선의 대리보호서비스로서 입양이
고려된다. 입양은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입양가정을 찾
아주는 아동복지서비스이기 때문이므로,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보다 엄격히 심
사하는 것은 정부가 아동의 복리증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내입양절차
국내입양절차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입양기관은
초기상담부터 가정법원에 입양서류를 제출하고, 입양허가 후 사후관리에 이르
기까지 입양의 전 과정에서 예비입양부모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초기상담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입양신청자는 먼저 입양기관을 찾아와 초기상담을 거
쳐 입양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입양부모
의 자격요건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입양부모의 적격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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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초기상담을 통해 입양진행을 결정하고 나면, 입양기관에 양친가정조사신청서
를 비롯한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 기본적인 서류와 범죄수사경력조회 및 신용조회
관련 서류들도 포함된다. 기타 서류들은 가정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들이다.
(3) 입양부모 교육
입양부모들은 입양기관 또는 별도의 인증받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예비입양부
모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양친교육이수증명서가
발급된다. 예비입양부모교육의 목적은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과 관련된 정보
를 전달하고, 입양부모가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들
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입양절차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입양에 대한 현실적 기대를 갖는 것, 입양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 입
양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양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입양부모가 다루어주어야 할
입양관련 이슈들), 전생애적 과정으로서 입양을 이해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4) 입양가정조사(home study)
입양부모교육에서는 가정조사의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하는데, 가정조사는 입
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예비입양부모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해서 양친가정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1회 이상 사전
통보없이 방문한다. 가정조사는 흔히 생각하듯 예비입양부모를 ‘조사’하거나
‘취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며, 입양가정이 아동의 양육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최대화하고,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과정에 대해 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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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하여 예비입양부모가 준비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줄 것이며, 입
양부모가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입양절차를 진행할 때
입양허가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양친가정조사서의 내용은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입양부모의 혼인생활 및 기타 가족상황, 현재 수입 및 재산상태, 알코올
등 중독여부와 그 밖의 건강상태, 성격과 종교관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며 기존 자녀나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자녀상담이나 동거가족 상담의
내용이 기록된다.
(5) 아동매칭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부모가 선호하는 유형의 아동을 찾아내어 입양부모와 매
칭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입양부모의 선
호를 반드시 입양기관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매
칭은 입양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를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입양부모는 자신들
이 아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로서 본인들이 ‘선택’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동 매칭 후 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예비입
양부모와 입양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입양 전 시험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
다. 이 기간 동안 예비입양부모는 위탁부모로서 아동을 돌보게 되며, 아동의
이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기록과 물품이 함께 입양부
모에게 전달된다. 입양 전 위탁양육을 하는 경우라도 입양허가가 반드시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신청관련
사항 목록과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입양신
청자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입양가정조사서, 입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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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후견인의) 입양동의서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
(7) 입양허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허가가 이루어진다. 입양허가와 동시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신청부터 입양허가까지의 기간은 보정명령 여부
또는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8) 입양아동의 인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이루어지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아동을
입양부모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아동 인도 시에는 아동관련 기록
(입양아동 배경보고서, 소유물품 리스트) 및 아동의 소유물품이 함께 전달된
다. 입양아동 배경보고서에는 친생부모 상담내용 및 출생배경, 장애(질환) 관
련 사항, 식습관, 신체발달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아동의 수면습관, 기
질 등 아동의 특성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전달하는 것이 양육자 변경에
따른 아동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의 적응을 손쉽게 할
수 있다.
(9) 입양신고
입양신고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입
양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 허가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한다. 이후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약 1주일 후 가족관계등록
이 완료되면서 아동이 ‘동거인’에서 ‘자녀’로 전환된다.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구청을 방문하여 입양아동 양육
수당을 신청하고,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 신청을 한다. 지자체에 따라 입양장
려금을 지급하거나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추가지급하기도 하므로, 동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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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안내에 따른다.
(10) 사후관리
입양 후 사후관리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입양
성립 후 1년 간 입양기관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입양부모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입양가정은 이 기간
동안 이사나 연락처 변동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입양기관에 고지해야 하며,
입양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사후서비스 확인
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입양동의철회, 입양취소, 파양의 이해
1) 입양동의의 철회
(1) 법적 근거: 입양특례법 제16조
제12조(입양의 동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제11조제1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
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입양동의의 철회 절차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기관에 아동을 인계한 후라도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는 입양동의의 철회가 가능하다. 입양동의를 철회하기 원하는 친
생부모(후견인)는 친생부모(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동의
철회서를 입양기관에 제출한다.
입양기관은 입양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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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입양동의의 철회에 따른 아동보호 비
용인 입양기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입양취소
(1) 법적 근거: 입양특례법 제16조
제16조(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
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2) 입양취소절차
친생부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사실
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
법원은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진다.
3) 파양
(1) 법적 근거: 입양특례법 제17조
제17조(파양)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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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양절차
양친, 양자, 검사는 제17조 1항에 규정된 파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
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양친, 양자, 검사가 파양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파양 청구에 대한 판결 확
정 또는 심판 효력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파양을 통보함으로써 파양이 이루
어진다.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파양의 사
유는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행하
는 경우와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
게 되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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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회기 1주제: 아동발달의 이해 및 자녀양육방법
<3회기 1주제 프로그램 개요>

목표

① 아동발달의 개념, 원리를 학습하고 영유아기의 중요성 및 발달의
특징을 학습한다.
② 심리적 발달 과정으로서 분리-개별화를 이해하고, 애착의 개념, 유
형 및 안정 애착을 돕는 방법들을 습득한다.
③ 효과적인 자녀양육 원리와 방법을 학습한다.

단계

1부

2부

내용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아동발달과 영유아기의 이해>
① 아동발달의 개념, 원리, 영역 소개
② 영유아기의 중요성, 영역별 발달 특징의
이해
<애착형성과 입양부모의 역할>
① 대상관계이론의 소개와 분리-개별화 단계
의 특징
② 애착의 이해
③ 입양부모와 영아입양아동의 애착 형성하
기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40분

강의

교재

30분

강의
실습

교재
활동지

50분

강의

3부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
① 감정 인식과 조절
② 행동의 인관관계 파악
③ 효과적인 제한 방법
④ 적절한 칭찬법
⑤ 적절한 지시내리기
⑥ 차별적 강화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강사
Tip

① 참가자들이 영유아기의 심리적 기반이 전 생애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이를 도모하기 위해 부모로서 가져야 기본 자세
를 익히도록 한다.
② 아동의 발달에는 기질을 비롯한 아동의 개인내적 취약성과 부모 양
육행동과 같은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모든 문제가 ‘입양’으로 귀인되지 않도록 참여자를 준비시켜야 한다.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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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① 참가자들이 영아기의 심리적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발
달을 위해 부모로서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돌봐야할 지에 대
해 준비될 수 있다.
② 애착의 정의 및 유형을 이해하고, 안정 애착을 돕는 기술들을 습득
함으로써 입양 초기 적응에 도움을 주고 획득 안정애착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입양아동을 양육할 때 필요한 훈육 기술의 원리를 익혀 양육에 있
어서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3회기 1주제 교재: 아동발달의 이해 및 자녀양육방법>

1. 아동발달의 이해2)
1) 아동발달의 개념
발달(development)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연속해서 일어나는 시간에 따른 변화이며, 성숙은 유전적 기제
에 의해 나타나는 타고난 변화로 목소리의 변성，초경，뇌기능의 분화，사춘
기 등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여, 성장은 키, 몸무게, 근육의 증
가 등과 같은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
2) 아동발달의 원리
첫째 아동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으며 누적적이다. 발달은 유전에 의해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앞으로 진행될 발달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또 발달
이란 그 이전에 획득한 행동 변화에 새로운 행동 및 능력이 포함되어 다음 단
계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앉고 서고 다음에 걷는 것처럼 이행
능력은 일정한 순서를 거치며 앉기와 관련된 신체적 능력을 획득한 다음 서
2) 도미향 외(2012). 보육학개론. 서울: 신정출판사

- 128 -

기, 걷기에 필요한 새로운 능력이 추가되어 이행이 가능해진다.
둘째 발달 특히 신체 및 운동발달의 경우 일정한 방향으로 발달이 이루어진
다.
◦두미 발달 원칙: 발달은 위에서 아래로 즉 머리 부분이 먼저 발달하고 점차
팔 다리 아래쪽 부분의 기관이 발달한다.
◦근원 발달원칙: 발달은 중앙에 있는 심장이 먼저 생기고 점차 손가락, 발가
락의 말초 부분이 형성되므로 중심에서 말초로 진행 된다.
◦세분화 발달원칙: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발달이 진행된다. 유아
초기에는 몸 전체를 사용하여 거칠고, 산만하며, 분화 되지 않은 행동을 보
이지만 점차적으로 분화되고, 정밀한 행동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유아는 방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를 줍기 위해 거의 온몸을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만으로도 가능하다.
셋째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인간은 많은 공통점을 지니지만, 인간의 행동
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의 하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일란성 쌍생아들 간에도 출생 시부터 개인차가 나타난다. 모든 아동의
발달은 일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만, 발달의 속도와 양상은 아동마다 제각
기 다르다. 특히 사춘기와 같은 성적 성숙의 시기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
넷째 발달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그 속도는 동일하지 않다. 발달은 상승과 하
강과정을 거치며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발달해 가는 속도는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혹은 발달영역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즉 신체가 급속도
로 성장하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심리적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다. 예를 들면 출생 후 첫돌까지는 신장과 체중이 크게 증가한다. 또 청소년
기가 되면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이것을 청소년기 성장 급등이라
고 한다. 생식기관은 아동기에는 그 발달이 매우 느리지만, 사춘기에는 급속도
로 발달한다. 또한 유아기에 어휘력이 갑자기 풍부해지고 학령기에는 논리적
인 문제해결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된다
다섯째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결정적 시기는 발달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를 의미한다.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정
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장기적이고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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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결정적 시기의 한계가 불변적이 아니며, 환경조건을 인위적
으로 조작함으로써 결정적 시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 결과 결정적
시기라는 용어보다 민감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있으며，그 시
기 전후에는 가능성이 다소 감소된 시기가 존재한다고 본다
여섯째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아동의 운동발달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각 부분들이 분화되지 못하여 미숙한 모습, 정교하지 못한 둔한 모
습을 보이다가 정차 각 기관이 분화되면서 세련되고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게
된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행동은 각 기관이 분화된 이후 분화된 다른 여러
기관들이 상호 협응할 수 있는 통합능력이 생겨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
는데, 이때에 완전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각 기관들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각각으로 분화된 이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비로
소 발달은 완성된다. ‘예를 들면 아동이 물건을 잡으려면 먼저 몸을 앞으로 구
부리고, 팔을 뻗고, 손목을 움직이고, 한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각 부분에서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뒤에 분화된 기관들이 물건을 잡기 위해 서로
협응하는 통합과정을 거쳐 물건을 한 번에 쉽게 잡을 수 있게 된다.
일곱째 발달의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신체 ·운동, 언어,
인지, 사회·정서발달영역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 영역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은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 사회성발달이 늦어진다. 또 신체적으
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발한 탐
색활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지능력도 발달하게 된다. 이처럼 발달영역들
이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지만, 한 발달영역의 극적인 변화가 다
른 발달영역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다른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아동발달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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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은 크게 생물학적 발달, 언어·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자아발달 등
네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생물학적 발달은 신체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뇌와 감각기관의 발달, 신장과 체중의 증가, 운동기능, 사춘기에 나
타나는 호르몬의 변화 등은 모두 아동발달에 있어서 생물학적 과정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언어·인지발달은 지식을 얻고 환경에 대해 대처해 가기 위해 사고
하고 배우는 모든 정신적 과정으로 지각표상, 개념, 기억, 주의집중, 문제해결
력, 지능, 언어 등의 발달을 주로 다룬다.
세 번째로 사회·정서발달은 아동의 선천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행동, 형제, 또
래, 교사,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문화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통한 정서 및 성
격발달, 사회적 기술 능력의 발달 등을 다룬다.
네 번째로 자아발달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관련된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4) 아동발달의 단계
아동발달의 단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태내
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분류한다.
먼저 태내기는 수태의 순간부터 출산까지 9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태내기는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신체구조와 기관이 이 시기에 형성되며, 신체의 성장이
일생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 태아는 태내환경에 영향을 많
이 받는다.
두 번째로 신생아기는 출생 후부터 한 달까지를 말하며, 신생아는 의존적이
다. 신생아는 출생 시에 모든 감각기관이 작용하며, 신체의 성장과 발달이 매
우 빠른 시기이고, 학습 능력과 기억력 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세 번째로 영아기는 출생 후 4주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까지의 기간으로
영아는 스스로 몸을 움직여 이동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해진다.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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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고, 24개월이 되면 자아에 눈을 뜨기 시작
한다.
네 번째로 유아기는 만 2세 또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
기 전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유아는 운동기술과 체력이 신장 되고, 놀이, 창
의력, 상상력이 풍부해지며, 자율성과 통제력이 증가하며, 친구를 중요하게 생
각하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로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아동은 생활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고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신체의 성장은 느려지나 체력과 운동기술이 더욱 더 신장된다.
기억력과 언어기술이 증가하고, 자아개념이 발달하며, 자기중심성이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중·고등학
교 기간이다. 이 시기는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시기이며,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 성인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가지지 못한 불분
명한 중간적인 시기이다.
5)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적·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모든 성장
은 사전에 결정된 유전적 요소에 의해 그 기본 방향이 결정되는 성장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적 요인은 단지 이를 지지해 주거나 수정할 뿐이라고 주
장한다. 반면에 환경적 요인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개인의 인생에서 얻게 되는
학습경험이 인간발달에서 변화의 근원이므로, 환경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학습경험을 하게 되면 발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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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기 발달의 특성3)
1) 영아기
(1) 신체발달
생후 첫 3년 동안을 영아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때 영아는 전체 신체 크기
가 빠르게 커질 뿐만 아니라 신체 부분의 비율도 현저하게 변한다. 특히 영아
의 뇌는 생후 1년 동안에 최종 크기의 약 70%에 도달하고, 2세 말에 도달하
면 약 80%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은미 등, 2013 재인용).
(2) 운동 발달
영아기는 신체발달과 운동발달이 급속히 일어난다. 이러한 발달은 머리부터
발달이

시작되어

신체의

하단으로

진행된다는

두미(頭尾)원칙(the

cephalocaudal principle: head to tail)과 신체의 중심에서 말초 부분으로 진
행된다는 근말(近末) 원칙(the proximodistal law: near to far)을 따른다. 영
아기 운동발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경계의 미성숙으로 신체
각 부분 협응이 안되 자극을 받으면 몸 전체를 움직이는 전체 운동이 하나이
고, 강한 빛에 대한 눈의 반응이나 기침, 빨기, 토하기 등의 얼굴과 입의 반응
같은 특수 운동이 다른 하나이다. 감각 정보가 뇌로 가지 않고 척수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운동신경을 흥분시켜 나타나는 여러 반사는 여기에 해당된다.

3) 임은미 등(2013). 인간발달과 상담.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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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운동발달>

머리조절

앉기
뒤집기

걷기 전
이동

· 출생 직후 반듯이 누운 상태에서 양옆으로 고래를 돌리기 가능
∙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로 머리를 돌리기 가능
∙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 들기-> 앉아서 머리 꼿꼿하게 세우기
-> 반듯이 누워 머리 들기
∙ 4개월-도움 받아 앉기 가능
∙ 6개월-아기의자에 앉기 가능
∙ 7개월-혼자 앉기 가능
∙ 5개월경 배에서 등으로 뒤집고, 등에서 배 쪽으로 뒤집기 가능
∙
∙
∙
∙

앉은 채로 엉덩방아 찧듯 이동하기
배밀이-배를 통해 신체를 밀려 전진
두 손과 두발을 땅에 닿게 해서 동물처럼 이동
기기-9,10개월(1970년대 보고)
8개월(최근 보고)

서기

∙ 8개월-주변에서 붙잡아 주었을 때 서기
∙ 9개월-움직이지 않는 물체 붙잡고 일어서기
∙ 1년-서기자세 취할 수 있음

걷기

∙ 11개월-도움 받아 걷기 가능
∙ 12개월-걷기 가능, 아직 불완전, 개인차 존재
∙ 걷기 이후 3,4개월-완전하게 달리기, 물체 붙잡고 계단 오르내리기,
두발 모아 뛰기 가능

(3) 감각 및 지각 발달
지각 능력은 인지 능력의 기초가 되는 정신 과정으로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
온 자극을 처리하여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 이러한 지각능력은 영아기에 두
가지 방식으로 빠르게 발달하는데 하나는 감각 기관에 대한 민감성이 세분화
하여 점차로 미세한 자극도 변별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정보를 입력하고 보유 및 해석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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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시각
영아는 출생 시에 명암을 구분할 수 있고, 적록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성
인의 시력보다 10~30배 정도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시력을 갖고 있어서 물
체를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생후 6개월경에 이르면 시력이 거의 정상 성인
의 수준에 이른다(Santrock, 2003), 이 시기 영아들은 형태자극을 색깔 자극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청각
출생 시 제한되어 있던 청각 기능이 점차 발달하여 우선적으로 사람의 목소
리에 반응을 하고, 3개월경에는 소리의 크기, 음조(진동수에 대한 지각)의 차
이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장 자장‘과 같은 율동적인 소리에
더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경숙, 2006). 출생 시 희미하게 감지되
던 소리의 방향도 6개월 정도가 되면 비교적 정확하게 탐지 가능하게 되며 이
러한 청각발달은 생후 2년까지 꾸준히 발달하게 된다.
③ 깊이 지각
영아들의 깊이 지각과 관련해서는 깁슨과 워크(Gibson & Walk)의 고전적인
실험인 시각 벼랑(visual cliff)'이 유명하다. 이들은 벼랑같은 느낌이 들도록
유리판 아래를 바둑판 무늬의 판와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영아들
이 벼랑으로 느껴지는 바둑판이 없는 부분으로는 기어가지 않았는데 이러한
시점이 대략 생후 6개월 이후라고 보고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영아들도 깊이
를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으나, 이러한 깊이 지각이 선천적인지,
정확히 깊이 지각이 이뤄지는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하다.
④ 기타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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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각은 시각이나 청각에 비해 거의 온전하게 발달된 상태로 출생하게 된다.
출생한 지 두 시간밖에 되지 않은 영아들도 단맛, 신맛, 쓴맛을 맛보였을 때
각기 다른 얼굴표정을 짓는다고 하며(Rosenstein & Oster, 1988), 생후 2-3
개월이면 싫어하는 맛의 음식물은 뱉어냄으로써 선호를 나타낼 수 있다.
후각도 비교적 일찍 발달하는 감각으로 볼 수 있는데 맥파렌(MacFarlane,
1975)에 의하면 생후 2일된 영아에게 모의 젖을 묻힌 솜을 가져다대면 별다
른 선호를 나타내지 않지만, 6일 정도 된 영아는 동일한 자극에 대하여 선호
를 나타낸다고 한다. 며칠간의 경험에 의해 냄새를 변별하고 선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인지발달
피아제(Jean Piaget)는 인간의 인지발달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으며, 각 단계
들은 비연속적인 4개 수준으로 나눠진다고 보았다. 피아제에 의하면 각 단계
에 머무르는 시간에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동일한 순서를 거쳐서
발달해나간다. 영아기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
단계의 일부에 해당된다.
출생 후 대략 만2세까지의 시기를 감각운동기(sensori-motor stage)라고 일
컫는데 이 기간 동안 영아들은 타고난 도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
작해 다양한 지각과 운동을 통합해 나간다. 자신의 행동이 외부 환경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나감에 따라 도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이 시기에 영아들은 순환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는 특정 행동을 하고 그 행동
의 결과에 의해 또 다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1차 순
환반응(primary circular reactions)이라 불리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생후
1-4개월경에 나타나며 우연히 시작한 신체관련 행동에 흥미를 느껴 그 감각
을 다시 느끼고자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2차 순환반응(secondary circular
reactions)은 4-8개월경에 나타나는데, 자신이 한 행동이 외부에 초래하는 결
과에 흥미 느끼며 반복하는 행동을 말한다. 3차 순환반응(tertiary circular
reactions)은 생후 12-18개월 사이에 나타나며 의도적으로 외부 대상과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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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의 가장 주목해야 할 인지적 성장은 대상영속성(object permanence)
의 획득이다. 대상영속성이란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
을 아는 것이다. 생후 몇 달동안 영아는 물체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좇지만 시
야에서 해당 물체가 사라지면 다른 곳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6개월쯤
되는 영아들은 대상이 사라진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8-12개월의 영아들은
사라진 물체를 찾는다. 최근에는 발달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영아들이 대
상영속성이 취득하는 시기가 Piaget가 말한 시기보다 좀 더 앞서는 것으로 보
고하기도 하였다(Renée Baillargeon, 1986)
(5) 언어발달
영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것을 시작으로 소리를 내며, 이러한 소리내기
가 주변의 양육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1-2개월경에는 ‘구구’ 소리를 내며
양육자와 소통하다가 6개월경에는 특정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으나 이전의
‘구구’보다는 복잡한 소리를 내는 옹알이 시기를 거친다. 그러다가 8개월경부
터는 몸짓을 사용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다.
영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는 소리의 대비에
주목하면서 언어 발달을 이뤄나간다. 음소를 구분하는 능력이 처음에는 모국
어와 관련이 없으나 대략 생후 6-8개월 정도가 되면 모국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모든 영아들이 현재 속한 문화의 언어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생후 8개월까지는 음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
다. 일반적으로 영아들은 10-15개월에 첫 단어를 구사하고 이후 18개월경에
는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18-24개월 경에는 두 단어로 이뤄진 구문을
구사하게 된다. 첫 단어 구사 시기나 폭발적 어휘 증가 시기에는 개인차가 존
재한다.
(6) 정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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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들도 여러 기본 정서들을 나타내는데 출생 시에는 산만한 흥분 상태가
유지되다가 3개월경에 쾌·불쾌의 정서가 생기고, 5개월 경에는 분노와 혐오가
분화되며 6-8개월 사이에 공포를 드러내게 된다. 놀람은 출생시부터 표현되
는 정서이다. 이렇듯 출생 직후부터 대략 6-8개월경까지 보이는 선천적으로
타고 난 정서를 1차적 정서(primary emotion)라고 하는데 이는 출생 후 자신
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 이후에 보이는 정서(self-conscious emotion)와는 구
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wis, 2002).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1년 6개월-2년 정도가 되면 공감, 질투, 당황스러움 등이 표현되며 2년 6
개월 정도가 되면 자부심, 수치심, 죄책감 등의 정서가 표현된다고 한다.
영아들은 생후 첫 한 달동안 외부의 자극없이 반사적으로 웃음을 보이다가
6-10주 정도 지나면 인간의 얼굴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하여 미소를 띤다. 영
아들이 주 양육자와 다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주 양육자
가 아닌 사람에게는 울거나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이를 낯선 이
불안(stranger anxiety) 혹은 낯선 이 반응(stranger response)이라고 한다.
이 같은 반응은 대략 6개월 경에 나타나기 시작해 돌 전후에 최고조에 이른
다. 이와 맞물려 영아는 양육자와의 분리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뚜렷
해진다.
(7) 자아개념의 발달
영아들은 언어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이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개념을 형성
하고 있는 지 알아 차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실험이 고안
되어야 하는데 발달심리학자들은 주로 거울, 사진 등의 매체에서 자신의 상으
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영아의 자기인식을 알아내었다. 암스테르담
(Amsterdam, 1968), 르위스와 브룩-건(Lewis &

Brooks-Gunn, 1979)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들의 코에 립스틱을 칠한 후 거울을 보여주었을 때 대략
15개월 이전의 영아들은 거울 속 자신의 코에 묻은 빨간 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이후 월령의 영아들은 자기개념으로 인해 자기 코를 만지는 행
동을 하다가 18-24개월경에 이르면 대다수의 영아들이 자기 코에 묻은 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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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을 만져보거나 지우려는 행동을 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행동은 자기인식
이 분명해져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거울을 본 적이 없는 문화권의
영아들도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riel & de Schonen,
1986).

2) 유아기
(1) 신체발달
영아기에 비해 발달 속도가 느려지지만 학령기보다는 빠르게 성장을 하는 시
기라 할 수 있다. 대한소아과학회에 의하면, 2세 이후 아동의 신장의 증가속
도는 평균 매년 8~9cm 정도이며, 만5세가 되면 평균 신장이 대략 109cm가
되어 출생 시 신장의 2배정도가 된다. 체중은 2세경에는 출생 시의 3.5배 가
량이 되고, 5세가 되면 6배 이상이 되는 것이다. 신체 비율은 영아기에 비해
서 성인의 비율과 같아지고, 근육이 증가하고 지방이 빠져 어른의 축소판같이
보이는 유아기 모습이 된다.
(2) 운동발달
① 대근육 발달
만 2-3세경 아이들은 속도를 조절하여 달릴 수 있고, 한발로 서기, 두발 모
아 뛰기, 계단 오르내리기가 가능하다.
② 소근육의 발달
이 시기에는 눈과 손의 협응, 소근육 운동능력이 많이 발달하게 된다. 구체적
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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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소근육의 발달>
3세

∙ 도화지나 벽에 끄적거리기
∙ 똑딱 단추 떼기

∙ 도구를 사용해 음식먹기(많이 흘림)
∙ 복잡하지 않은 옷 혼자 내려 용변보기

4세

∙ 가위로 오리기
∙ 모양 식별 가능한 간단한 그림 그리기
∙ 작은 구멍에 끈 넣어서 구슬꿰기 ∙ 놀이용 바느질로 바느질하기

5세

∙ 작은 조각 풀로 붙이기

∙ 복잡한 도형 따로 그리기

(3) 인지 발달
대략

2세에서

7세까지의

시기는

피아제가

말한

인지단계

중

전조작기

(preoperational stage)에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조작이란 영아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정신적으로 표상하는 것을 말한다. 전조작
기 사고는 불완전하고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는 않다. 전조작기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인 자기중심성(egocentrism)은 타인의 시각이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즉 타인 조망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만 2세 아동들은 각기 다른 위치
에서 산을 바라볼 때 다른 위치에 있는 아이들도 자신과 같은 관점을 가질 것
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기중심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또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서는 중심화(centration)도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의 주의가 대상의
가장 뚜렷한 지각적 특징에 사로잡히는 경향을 말한다. 역시 피아제는 실험으
로 유아들의 사고특징을 보여줬는데 보존 실험이 그것이었다. 즉 유아들은 높
이와 넓이 등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하나의 특징에 의거하여 추론한
다는 것인데, 특정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겨 담아도 실제 양은 달라지지 않
고 보존된다는 것을 유아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높이나 혹은 넓이가 달라지면
실제 양도 달라진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4) 언어 발달
유아들은 아직은 서툴기는 하지만 문법 규칙에 더 익숙해져가며, 부사/형용
사와 소유격, 존칭, 능동/피동의 형식을 익혀나간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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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든 단어에 적용하는 과잉 일반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두 단어 시기를
거치면서 의미에 대한 이해도 급격하게 발달하는데 어휘수가 크게 늘고, 문장
을 구사하게 되는데 단문으로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복문 구성의 표현도 가능
해진다. 유아기의 후반부에는 간단한 읽기와 쓰기 능력도 발달하게 된다.

(5) 정서 발달
① 기질 연구
토마스와

체스(Thomas

&

Chess,

1977)가

종단연구를

통해

‘까다로

운’(difficult), '순한'(easy), '더딘'(slow to warm-up) 기질을 발표한 이래 기
질은 아동의 적응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왔다. 이중 까다로운 기질
은 여러 가지 문제행동과 관련되며, 애착형성에도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카스피, 헨리, 모핏과 실바(Caspi, Henry, Moffit, & Silva, 1995)는 3
세~12세, 800명 아동에 대한 12년의 종단연구(Dunedin 연구)를 통해 ‘통제
결여’(lack of control), '접근’(approach), ‘느리고 굼뜬’(sluggish) 기질을 발
표하였다.
클로닝거(Cloninger,

1987)

역시

종단연구를

통해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ance),
‘인내력’(persistence) 기질을 발표하였다. 자극추구 기질은 새롭고 낯설며 흥
분되는 자극을 찾아 행동이 활성화되는 유전적 소양이고, 위험회피 기질은 잠
재적인 위협이나 처벌을 피하고자 행동이 억제되는 유전적 소양이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사회적 보상 때문에 행동이 유지되는 유전적 소양이고, 인내력
은 한번 보상받았던 행동이 당장 강화되지 않더라도 유지되는 것과 관련된 기
질이다. 위험회피가 지나치게 높은 영유아의 경우, 겁이 많고 두려워 새로운
상황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항적인 유아의 거부와
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고, 개입도 달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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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화의 적합성
동일한 기질이라도 주변 양육자의 반응에 따라서 문제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아의 기질을 알고 이를 수용하며, 이에 맞춰 반응해
주려는 주변 성인의 태도가 필요하다.

<순한 기질의 영아>
◦ 즐겁고 조용하며 낯선 사람을 만나도 미소 짓고 낯선 음식도 잘 먹는다.
◦ 자기의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 평소에 아이의 감정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
하고,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했을 때는 충분히 공감해주어야
한다.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
◦ 먹고 자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예민하고 겁이 많으며 위축되어 있기 쉽
다.
◦ 다른 아이들보다 스스로 해내려는 경향이 있으며, 예민한 감각을 존중하
는 것이 필요하고, 영아가 잘하는 것을 부모가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자
신의 생각과 행동에 부모가 관심 갖기를 바란다.
◦ 아이 때문에 양육자가 화날 때에는 하루 10분이라도 아이와 떨어져있는
것이 필요하다.
<느린 기질의 영아>
◦ 잘 짜인 상황이나 규칙적인 틀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해 습관이 되면 잘 할
수 있다.
◦ 아이에게 적당한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가 주도하기
만 하는 것은 아이의 더딘 기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처음부터 잘하기를 바라면 위축될 수 있으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도권
을 주되 작고 쉬운 일부터 스스로 하도록 한다(이미화 등, 2013,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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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6) 자아개념의 발달
언어가 보다 원활해지면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기보다 면담을 통해 연구가
이뤄지는데, 유아들은 처음에는 신체용어로 자기를 표현한다. 신체적, 물리적
특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구별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 외모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러다가 4,5세
경이 되면 차츰 자신의 습관이나 행동(“나는 처음 본 음식은 잘 못 먹어요”
“나는 00이랑 그네 타기를 좋아해요” 등) 등 심리적 속성(Eder, 1990)에 대
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7) 성 발달
2-3세 유아들은 부모의 성을 구별하여 엄마, 아빠를 정확히 부르게 되며,
3세경에는 대부분의 유아들이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러나 이
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머리가 짧은 여자 성인이나 치마를 입고 있
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워한다. 5-7세는 되어야 성이라
는 것이 옷이나 차림새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시기에는 대부분의 아동이 확고한 성 정체감을
갖게 된다(최경숙, 2006)
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거론되
는데, 부모의 영향, 또래의 영향, 학교 및 교사의 영향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의 영향 등의 사회적 요인이 주로 거론된다. 부모는 자녀의 생물학적 성에 따
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며, 남아들에게 보다 씩씩하고 독립적이기를 기
대한다. 또한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와 친척들이 제공하는 놀이감에도 차이가
나는데 남아에게는 자동차, 로봇, 블록 등의 놀이감을, 여아들에게는 소꿉놀이
와 인형 등의 놀이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또래들의 놀이행동은 남아와
여아들이 어떻게 놀아야하는 지에 대한 관찰학습의 대상이 된다. 이성의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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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은 놀림이나 고립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유치원의 교사
들도 성 역할에 영향을 미치며 TV와 영화 등의 매체역시 여성스럽고 남자다
운 것이 어떤 행동인지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3. 애착형성과 입양부모의 역할
1) 영유아기의 중요성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발달도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
이며, 이러한 발달은 향후 적응에 직접적인 토대가 된다. 이 시기에 주어진 발
달과업을 적절히 완수하지 못할 시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원활하지 못하며 문
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다.
2) 분리-개별화 과정
(1) 대상관계이론
프로이드(Freud) 이후 정신분석은 주요 개념에 대한 차이에 의해 분리되어
발전하게 되는데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 Theory: ORT)도 그중 하나이
다.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과 달리 대상관계이론에서는 만3세 이전의 시
기가 강조되고, 유아가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대상(object)이라고 한
다. 여기서 대상이란 인간의 정서적 에너지가 투입된 사람, 사물, 생각이나 이
미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상관계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말러, 파인과 버그만(Mahler, Pine,
& Bergman, 1975)은 동료들과 함께 38명의 정상유아와 22명의 어머니를 생
후 몇 개월에서부터 만3세가 될 때까지 10년간 관찰했다. 관찰의 주 초점은
영아가 혼자 있을 때와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관찰 결과
를 발표하면서 생애 초기에 발달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는 ‘분리-개별화’과정
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분리-개별화 과정은 신체적으로는 엄마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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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어 출생하지만, 여전히 엄마와 심리적으로 공생관계에 있다가 일련의 과
정을 거쳐 심리적으로 분리되고 개별화되는데 그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2) 분리-개별화 과정(separation and individuation)4)

① 자폐기(0~2개월)
이 시기 영아는 폐쇄된 심리체계를 갖고 있으며 수면상태와 같은 공상에 잠
겨있다. 아직 신경계가 발달하지 않아 자기와 대상을 구분할 수 없으며 다른
대상과 관계가 없는 1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정서적 에너지가 신생
아의 몸 안에 머물거나 몸과 관계 되는 이 시기를 프로이드(Freud)는

‘원초

적 자기애’ 상태라고 하였다.
② 공생기(2~6개월)
신경계가 성숙하여 유아는 자신이 허기질 때 젖이 먹여지고 안기고 엄마의
몸과 자신의 몸을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경험을 기억하고 조작하게 된다. 이러
한 경험이 유전적으로 입력된 자아기능의 발달을 돕는다. 아기는 자신의 필요
를 채워주는 존재에 대해 희미하나마 인식을 하게 되며 이때에도 자기와 대상
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이때 아기와 엄마는 대상(남)이기도 하지만 자기
이기도한 공생 즉 자기-타자 시스템으로 변화되며, 이러한 공생에는 어머니
의 미소, 안아주기가 필요하다. 위니컷(Winnicott)은 "이만하면 괜찮은 양육
"(good enough mothering), "보듬어 주는 환경"(a holding environment)을 제
공하여 유아가 맞닥뜨리게 되는 정서적 압도상황에서 유아를 진정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듬어 주는 환경”은 비욘(Bion)이 말한 “담아내는 것(the
container)과 담기는 것(the contained)" 개념과 유사한데 아기가 조절되지 않
는 감정을 울음이나 표정 등으로 전달할 때 부모가 이를 받아들여 조절한 후
아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기는 진정될 수 있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부모의 방식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4) Hamilton.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자기와 타자. 김진숙·김창대·이지연 역(2007).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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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만하면 괜찮은 양육”은 충분하지만 지
나치지 않게 보듬어 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무관심하지도 않고 아기의 세계
를 침범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신호에 엄마가 민감
하게 반응하는 상호적 신호 주고받기(mutual cuing)를 통해 심적 균형 상태를
이뤄가게 된다.
③ 분리개별화 단계(6~24개월)
분리개별화 단계는 부화기, 연습기, 재접근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에 구
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분리개별화 단계>

부화기
(6~10)

이 시기의 영아들은 깨어있게 되고 집요함과 목표지향적 움직임을
갖게 된다. 어머니와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마가
옆에 없을 때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되는
데 이것을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 TO)이라고 한다. 대개의 경
우 부드럽고 따뜻한 대상이 중간대상이 되는데 담요, 베게, 곰돌이
인형 등 영유아를 위로하고 진정해줄 수 있는 소유물들이며, 그 외에
도 이미지, 특정 장소, 활동(놀이) 등도 중간대상이 될 수 있다. 주양
육자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게 되
는데 공생적 유대가 잘 되어있을수록 낯선이에 대한 불안을 덜 보인
다.

연습기
(10~16)

이 시기의 영아들은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엄마는 안전기지(a home base)로 남아있고,
아기는 세상을 탐험하는 중간에 정서적 재충전(emotional refueling)
을 하듯 엄마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이 시기 영
아들은 까꿍놀이를 즐기는데 자신이 눈을 감으면 엄마가 없어지고,
눈을 뜨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은 엄마를 사라지게도 나타나게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잡기놀이도 아기들의 마음
을 사로잡게 되는데 이 놀이는 버려지는 것과 삼켜져서 자신이 소멸
되는 것이 주는 두려움을 잘 다룰 수 있는 놀이이다. 아기는 엄마가
자신을 잡고 싶어 하지만 잡은 뒤에 자신을 놓아줄 거라는 것에 안
심한다. 이 시기에 양육자는 정서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유아의 분
리노력을 조심스럽게 촉구해야 한다.

재접근기

재접근기는 자신의 취약성과 어머니에 대한 의존을 새롭게 인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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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되는 시기이다. 유아는 의존과 독립의 요구를 동시에 표현하게 된다.
“싫어”라는 자기주장이 분명해지는 한편 엄마의 환심을 사려는 말과
표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엄마의 욕구가 자신의 욕구와 항상 같은 것
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분노폭발하게
된다. 이 시기는 유아의 투정과 떼쓰기가 부쩍 증가한다. 이 시기동
안 유아의 정서적인 동요는 분열(splitting)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대상에 대한 표상이 자신과 관계 맺는 그 순간의 좋
고 나쁨에 따라 전적으로 좋음(good)과 전적으로 나쁨(bad)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 대상에 대한 표상
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극단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대상항상성(object constancy, 24~36개월 이상)
대상항상성은 어머니의 물리적 현존여부, 욕구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어머니에
대한 일관된 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눈에서 사라지더
라도 마음속에서는 사라진 대상에 대한 표상을 간직하고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대상영속성은 대상항상성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지식의 발달보다 정신적 에너지가 부과
된 대상에 대한 안정된 이미지를 갖추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는 신경생리학적인 발달, 좋은 대인관계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일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좋고, 나쁜 정서를 통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적인 차원
에서 극단을 연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이 충분히 많이
필요하다. 따뜻하고 좋은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사소한 분리경험, 불쾌한 경험
을 덮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아는 심한 양가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개별성(individuation)이란 다양한 상황과 기분상태에 노출될 때에 자신에
대해 안정된 감각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안정되어감에 따라 유아는 보다 목
표지향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3) 애착
(1) 애착의 정의
유아가 양육자나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김근

- 147 -

영, 2014)을 말하는 것으로 애착행동은 아동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된 능력이다. 또한 주어진 관계에 가장 잘 적응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며
적응적 대처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보울비(Bowlby)는 2차 대전 이후 시설이나 병원에 수용된 아동을 관찰했는
데 영아기때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지 못할 경우 이후에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할로우(Harlow)는 어린 원숭이를 어머니
에게서 떼어놓고 대리모에게 노출시켰는데 극히 배고플 때를 제외하고는 어린
원숭이는 젖이 나오지 않는 담요 대리모에게 안겼다. 특히 무서울 때는 바로
담요 대리모에게 달려갔고, 젖을 먹을 때에도 몸의 일부를 담요 엄마에게 걸
치고자 하였다. 애착 관련 가장 유명한 실험은 에인스워스(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이다. 에인스워스(Ainsworth)는 12~18개월 된 아이와 엄마의 애착
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을 하나 고안했다. 모와 영아가 자유 놀이하는 상
황에 낯선 사람이 등장하고, 모가 퇴장하여 낯선 사람과 유아만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 모가 다시 돌아오고 낯선 이는 퇴장
하게 된다는 것이 실험의 핵심이며 각 장면에서 아기의 행동이 관찰의 초점이
다. 애착 연구가들은 모든 유아는 애착대상과의 관계에서 애착 전략을 발달시
킨다고 보고하였다.
(2) 애착 유형
애착 유형은 크게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불안정 애
착은 다시 불안, 회피, 저항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안정애착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낯선 상황에서도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 탐색하고
엄마가 사라지면 불안해하지만 주변 성인에 의해서 비교적 쉽게 달래진다. 그
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안긴다. 이런 아기들의 엄마는 아기의
신호에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기는 어떤 욕구가 있을 때 엄
마에게 가면 자신의 요구에 반응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아기는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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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대상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애착은 일차적
애착 전략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힘든 상태를 인정하고 위로와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고 평정을 되찾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감정의 상호조절
과 자기조절간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다.
② 불안정애착_회피형
불안정애착 중 회피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엄마를 찾지
않고 엄마가 돌아와도 무시하듯 피하는 유아들이 속한다. 이들은 반복해서 거
절당했던 기억 때문에 엄마가 위로대상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
고, 애착대상과 자기에 대해 일관된 표상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양육자 반
응 패턴에 맞춘 이차적 애착 전략(비활성화 전략)을 발달시켜서 위로 받아본
경험이 없어 힘든 상태에 대한 인정이나 표현을 억제하고 혼자서 해결하려 한
다. 감정의 상호조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조절에 의존하는 것이다.
③ 불안정애착_저항형
엄마가 나가면 심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안아줘도 쉽게 달래지지 않는 유아들
이 속한다. 이들은 엄마가 비일관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자기
요구에 반응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이차적 애착전략(과잉
활성화 전략)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힘든 상태와 애착대상에 주의집중하면서
가까워지고 지지를 구하는 것을 강도 높고 집요하게 추구하게 된다.
④ 불안정애착_혼란된 애착
에인스워스(Ainsworth) 실험 초기에는 분류되지 않다가 이후에 분류된 유형
인데 여기에는 엄마가 돌아와도 혼란되고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유아가 속한
다. 이들은 엄마가 안아줘도 위로받지 못하는데, 엄마가 위로의 대상인지 또
다른 위협 대상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암묵적 관계 지식(implicit relational kn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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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억의 종류
인간의 기억은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으로 나눠볼 수 있다. 명시적 기억
은 쉽게 언어화할 수 있고 어떤 특정 사건을 기억하고 있음을 의식할 수 있는
형태의 기억을 말한다. 의미적, 개념적, 상징적, 의식적이며 일화기억은 대표
적인 명시적 기억이다. 암묵적 기억은 감각을 통해 입력되며, 감정과 인상에
기반한 정보에 의해 주도된다. 조건화된 정서 반응과 행동 유형도 포함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절차적 기억(운전하기, 자전거 타기 등)이다. 언어로 인출하기
어려운 형태로 저장되고 의식적 성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② 암묵적 관계 지식
생애 초기 관계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방식’에 대한 절차적 지식
으로 암묵적 기억에 저장된다. 언어와 자서전적 기억을 매개하는 뇌의 좌측
피질과 해마는 생후 18~36개월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애 초
기에 감각을 통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지만 언어로
기억되지 않고 암묵적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 영항력을 평가하거나 조절하기
가 쉽지 않다.
(4) 애착의 안정성과 안정애착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은 나이가 들어서도 대체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대물림되기도 한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정적인 애착 유형이
유지되는 것을 애착 안정성이라고 한다. 나와 내 부모가 맺은 애착이 나와 내
자녀의 애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정 애착은 타인을 멀어
지게 하는 행동을 하게해서 새로운 애착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누군가와 맺은 더 좋은 관계 경험을 통해 이전의 불안정 애착 유형의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해서 얻은 안정 애착 유형을 획득 안정 애착(earned
secure attachment)이라고 부른다. 더 좋은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은 입
양부모, 친구, 교사, 배우자, 상담자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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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안정 애착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는 무엇일까? 신경생리학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장착된 공명회로와 거울뉴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한
다. 공명 회로는 전전두 영역을 포함하는 특별한 신경집합체이다. 공명 회로
안에 있는 거울 뉴런은 예측 가능한 순서나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된 행동에만
반응하는데 이렇게 상대를 비춰주는 신경 체계는 공감의 기초가 된다. 부모가
아기의 경험에 비춰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을 하기도 전에
아기의 거울뉴런이 엄마의 의도를 알아챌 것이다. 자신의 슬픔이나 분노, 무력
감에 대해 주변 사람이 공감해주면 자신의 감정에 둔감했던 사람도 점차 자신
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며 나아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5) 입양부모와 영아입양아동의 애착 형성하기
① 애착의 측면에서 바라본 입양아의 심리적 위치
입양아동은 생의 초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대상의
상실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상실은 친생부모와의 이별을 통해 발생하고, 입양
가정으로 이동하면서 반복될 수 있다. 입양부모가 적절한 정서적 지지원이 될
수 있으나,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변화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생의 초기에 자신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채워주는 돌봄을 경험하
지 못한 영아는 주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자신의 욕구를 고통스
럽더라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며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다. 또 주변의 도움이
나 돌봄의 손길도 거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입양부모에 대한
거부나 의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혹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친밀감을 보이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입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에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고 입양아가 세상과 타인
을 향해 신뢰감을 갖고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 3세 이전
에 주 애착대상이 바뀌어 안정애착 형성에는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심리
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민감하고 수용적인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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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아입양 아동과 애착 형성하기
㉮ 애착 발달의 보편성
입양관련 연구들은 입양부모도 친생부모와 마찬가지로 아기와 애착을 발달시
킬 수 있고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 유대감과 애착 발달의 과정이 친생가족과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아기는 친생부모뿐만 아니라 위탁모나 입양부모
와도 쉽게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다만 애착은 즉시 일어난다기보다 서서히
시간을 갖고 축적되어 간다. 친생부모나 입양부모가 아이에게 강력한 유대감
을 느끼는 것에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가 입양부모에게 애착을 발달시키
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입양 전 친생부모나 위탁모와 애착을 형성했던 영아는 힘들 때 그 사람을 찾
는다. 그게 애착이 잘 형성되었다는 증거다. 이랬던 아이는 머지않아 입양부모
에게도 애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전 애착 대상자를 찾는 시도는
세상과 타인에 대해 신뢰감을 형성했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훨씬 더 쉽게 입양부모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입양아동이 다른 사람과 애착을 형성할 기회를 가진다고 해서 입양부모와의
애착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기회를 기꺼이 제공해야 한다.
아기가 부모에게 잘 반응하고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애착이 성공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졌
다가 힘들 때 다시 의지하면서 자신감을 얻어간다면 이것 역시 성공적인 애착
형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상실의 표현과 애착
생후 6개월 이전의 아기는 개개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면 주양
육자에 대한 선호가 나타난다. 아기도 애착을 형성한 사람과의 이별을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은 아기가 완전히
의존했던 대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아기는 무서워하고 불안하
게 된다. 6개월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음식, 하루 일과, 환경 등의 변화를 감지
할 수 있다. 생후 6~12개월에는 주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
에 변화가 생기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 돌봐주던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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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찾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부,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대는 것으로 표
현되는 분노, 위축되고 음식과 놀이에 무관심해지다가 새로운 상황이 받아드
리고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실로 인한 슬픔의 표현
아기는 변화에 대해 몸으로 반응한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것, 먹
지 않고 토하고 설사를 하는 것, 특별한 이유 없이 칭얼대고 계속 우는 것
은 변화와 상실로 인해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신호다.
발달이 지체되고, 생기가 없고, 자주 아프고, 체중이 늘지 않고 심지어 줄
고,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다. 미소를 짓지 않고 소리 내어 웃는 모습이
아주 드물지도 모른다. 먹고 자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속될 때 진료를
받아보아야 하지만 신체적 반응의 경우 변화로 인한 고통을 몸으로 표현하
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슬픔의 허용
아기마다 새 가정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다르고, 반응을 보이는 시기도
역시 다를 수 있다. 이때 입양부모가 해야할 일은 최대한 아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지지를 보내는 것인데 이것이 학자들이 언급한 보듬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아기의 슬픔과 상실감을 담아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기를 안고 어르고 부드럽게 흔들어주면서 걷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이
런 행동으로 인해 아기는 자신이 슬퍼할 때 누군가 달래줄 사람이 있고 자
신이 그에게 의지해도 된다는 것을 서서히 경험해나가야 한다.
③ 영아와 안정 애착 형성하는 방법
대상관계에서 말하는 자폐기를 지나 공생기에 접어들게 되면 외부 대상 특히
엄마와 상호관계를 이뤄나간다. 입양아동의 울음이나 작은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기가 보내는 신호 특히 울음에 부드럽고 안정적이
고 일관되게 반응하면 아기가 진정될 수 있고, 자기감을 발달시켜 나간다.
눈 맞춤은 말하지 못하는 아기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눈맞춤은
자연스럽게 볼을 만지거나 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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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게 된다. 또 아기가 부모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는 동안 부모는 아기
에게 중요한 존재로 경험될 수 있다.
뽀뽀하기, 안아주기, 토닥토닥 두드려주기, 쓰다듬어 주기, 부드럽게 간지럽
혀주기, 배나 등에 ‘뿌우’ 방귀소리 내며 불기, 로션으로 마사지해주기와 같은
신체적인 접촉도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때 아기마다 신체적
접촉에 대한 역치가 다르므로 각 아기의 허용치에 맞춰 신체적 접촉의 방법과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1세 이전 특히 6개월 이전에 안아주는 것은 아기의 자
아기능 발달과 애착 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이 안아주
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자극이 너무 강하면 아기가 위축될 수 있음을 기억해
야 한다. 쉬고자 하는 아기의 욕구 역시 민감하게 받아주어야 한다.
입양부모가 이전 보호자의 양육방법, 아기와 상호작용했던 방법을 따라하는
것, 수유방법, 입는 것, 목욕과 기저귀 차는 방법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
는 것은 아기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아기를 진정시키는 방법, 어를
때 사용한 말소리도 비슷하면 좋다. 아기에게 익숙하고 심적인 위로와 안정을
줄 수 있는 물건인 중간 대상(Transitional Object: TO)은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활동 4> 안정된 애착형성을 돕는 방법 : 로션으로 마사지하기 실습
<실습 과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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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로션을 활용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친밀감을 형성한다.
로션의 부드러운 느낌을 통해 정서적으로 순화되고 이완될 기
회를
얻는다.
목표
영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을 습득해서 효능감을
증진한다.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양육 의지를 고취시킨다
준비물 아기 인형(baby-born), 바디로션
기관의 상황에 맞게 아기 인형(baby-born)과 파트너가 되거나
수강생과 파트너가 된다.
적당량의 로션을 덜어 자신의 손과 팔, 목이나 다리 등에 바르
감촉을 느껴본다.
진행과정 며아기
인형(baby-born)이 준비 되면 아기에게 로션을 발라준다.
손과 발, 다리와 팔, 뺨과 가슴, 등, 엉덩이 등을 골고루 발라준
다. 아기와 로션 발라주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로션을 발라준다.
파트너의 손과 팔에 로션을 발라 부드럽게 마사지해준다.
순서를 바꿔서 마사지를 받아본다.
아기 인형(baby-born)이 준비되는 기관에서는 아기 인형과 파트
너에게 교대로 마사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예비입양 부모가 짝을 이뤄 활동을 진행해도 좋고, 같이 교육을
예비입양 부모들 중 짝을 이뤄도 된다.
유의사항 이수하는
아기 인형(baby-born)이 입양아는 아니지만 상상을 통해 대리
경험을 하고 이런 상황에 준비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
마사지가 입양아와의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천천히, 느낌을 전달
하면서 실습해보도록 한다.
4. 효과적인 자녀양육방법
1) 감정인식과 조절
입양부모가 입양아동과 다른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감
정을 알아차리고, 변별하고, 이름 붙여,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여 책임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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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과정에 숙달될 필요가 있다.
(1) 감정 알아차리기(Awaring)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연습되어야 할 것은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
리는 일이다. 불쾌한 것이건 긍정적인 것이건 간에 일단 자기 안에서 일어난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하다. 마음이 불편하면 무언가 발생했다
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입양아동과의 관계에 대입해 본다면 입양부모가 아동의 변화에 민감해야한
다. 얼굴 표정이나 말투, 자세 등은 감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무
언가 평소와 달라보이는 게 있다면 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일 있니?”
“왠지 말투가 짜증나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등 이 단계에서는 간단한 질문
이면 충분하다. 부모의 이러한 질문이나 언급을 통해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생긴 감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감정 변별하기(Differentiating)
어떤 감정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에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구분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불편한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는 것은 감
정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다양한 감
정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3) 감정에 이름 붙이기(Naming)
감정을 구분해낸 다음에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어야 한다. “아...내가 서
운했구나” “그래...엄청 억울했겠네” “진짜 뿌듯하다” 등 자신의 내면에 발생한
감정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입양아동과의 관계에서
도 적용할 수 있는데,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울음이나 웃음으로 자신의 욕
구를 표현할 수밖에 없을 그 때에도 아니 그때라면 더욱더 주변의 성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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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울음이나 웃음을 해석해 이름을 붙여 주어야 한다. 감정 변별하기와
감정에 이름붙이기 과정은 동시에 순환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
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것, 그렇게 감정을 세분화해서 알고 있는 것이 사
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잡지나 그림책에 나오는 인물의 표정을 보고 감정 알아맞히기, 표정 따라해
보기,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얘기해보기 등의 활동은 이러한 단계를 연
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4) 내 감정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Owning)
지금까지의 단계를 거쳐서 확인된 감정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을 말한다. 이것은 이런 감정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하고 원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이런 감정이 발생할 수 있었겠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감정 발
생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감정 발생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태도
와 반응을 말한다. 불쾌한 감정 덩어리에서 ‘서운함’ ‘화’ 등의 감정이 분리되
어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슬
퍼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그럴 만 했다고 인정받은 아이 역시 그 감
정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 후에는 그 감정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감정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2) 행동의 인과 관계 파악
행동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전후
맥락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행동자체와 행동이 발생했을 때의 주변 조건
을 잘 따져봐야 한다. 행동이 발생하는 환경을 안다면, 그 행동이 적절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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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동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행동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행동이 일어나
기 전의 배경이나 환경을 선행사건(Antecedence)이라 하고, 행동이 일어난
후의 결과를 후속 사건(Consequence)이라고 한다. 행동을 이렇게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을 행동의 ABC 모델이라고 한다(Barkley,
1976). 만약 선행사건과 후속사건간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행동
이 계속될 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때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
야 할 규칙은 “어떤 행동을 한 후 유쾌한 결과가 생겼다면 그 행동은 다시 나
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입양아동의 행동 중 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행동이 있다면 아이의 행동
뒤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살펴봐야 한다. 입양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
적 행동을 보상하고 있었다면 아동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행동의 선
행사건과 후속사건을 알고 이러한 것들이 함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면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행동을 다룰 수 있는데 바로 이 원리가 입양아동의 행
동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행동의 ABC 모델>
◦ A(Antecedence): 행동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 선행사건
◦ B(Behavior): 발생한 행동
◦ C(Consequence): 행동이 보상받았는지 처벌받았는지 등의 행동 후 결과
3) 효과적인 제한 방법
입양아동의 순응성(compliance)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양부
모들이 가능한 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안돼”,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보다 “해보렴”, “그렇게 해도 좋아”라고 말하는
비율이 더 많아야한다. 정확하게 그 정도를 말할 수는 없지만 허용하는 정도
가 대략 60-70% 쯤은 되어야한다. ‘부모에게 말해 봤자 안 된다는 소리만
듣는다’고 학습된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냥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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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서 떼를 쓸 뿐이다.
두 번째, 아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 정말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
때에는 다음의 4단계를 과정을 적용해 제한한다(Landreath, 2012).
① 단계는 아동의 마음을 읽어주는 단계(Acknowledge)다.

“00이가 공구 상

자를 갖고 싶구나”, “00이가 해보고 싶은데 안돼서 속이 상했구나” 등 아이가
그 상황에서 느끼고 있을 욕구나 감정을 파악해서 말해주어야 한다. 물론 말
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② 단계에서는 제한 사항과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준다. “그런데 00아, 이것
은 네가 지금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안돼”, “이것을 사지 않겠다고 엄마하고
약속을 했었지? 그러니까 이건 사줄 수가 없어”
③ 단계에서는 대안(Target behavior)을 제시해준다. 지금 당장 아이가 원하
는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안
을 하는 것이다. “00아, 칼로 자르는 것은 위험해서 안되지만 손으로 찢거나
(안전)가위로 오리는 것은 알 수 있겠다”, “벽에다가 그리는 것은 안되고... 커
다란 종이를 붙여 줄 테니 거기다 그리는 것은 어때?”가능한 대안을 제공해주
면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의 뜻을 꺽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
능한 들어주려고 애쓰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④ 최후 통첩의 단계로 들어간다. 안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자신의 요구를 주
장하면서 부모의 대안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한다.
“엄마가 안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00이가 벽에다가 낙서를 하네. 한번만 더 벽
에 낙서를 하면 오늘은 00이가 크레파스를 갖고 놀지 않기로 했다고 생각할
께”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해도 아이가 벽에다가 낙서를 한다면 크레파스를
아예 아이의 눈앞에서 치워버린다. 울고 떼를 써도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는
한 크레파스나 다른 필기도구를 아이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련의 행동을 해나가면서 부모가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질을 내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아닌 자기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반복해서 밟아나가서 이것이
아동과 부모 사이에 익숙한 규칙이 된다면 아이와의 타협이 한결 수월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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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 A(Acknowledge): 입양아동의 감정, 욕구 등을 인정하라
◦ C(Communicate): 입양아동이 멈춰야 할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제한하
라
◦ T(Target behavior):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목표로 하라
세 번째는 공공 장소에서 아이가 떼를 쓸 때에 대한 지침이다. 위에서 적용
한 단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첨가하면 도움이 될 장치들을
좀 있다.
① 공공 장소에 가기 전 아이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다.
“엄마 손을 붙잡지 않고 돌아다니기 없기야” “이것저것 만지면서 돌아다니면
안되는 거 알지?”
② 그 다음에는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상에 대해서 얘기
해야 한다. 부모와 아이가 같이 정하면 더 좋다. 먹을 것도 좋고, 부모와 아이
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 등...아이가 원하는 것을 상으로 제
시할 수 있다.
③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아이가 받게 될 벌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한
다. 집에 와서 TV 시청이나 컴퓨터 오락 시간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놀이시간
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역시 아이와 의논해서 정해야 효과적이다. 약속한 상
과 벌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해야 부모의 위엄이 선다
4) 적절한 칭찬법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지만 바람직
한 행동은 당연스럽게 생각되어 잘 잊혀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을 칭
찬하기 위해서는 이를 애써서 기억하고 언급해야 된다. 아동이 칭찬받을 수밖
에 없는 행동을 지시하거나 유도하여 칭찬해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부모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동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잊혀지기 쉽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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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칭찬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칭찬받을 부분을 언급하는 해야한다. 두루뭉술
하게 “잘했네”, “좋아”라고 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무엇이 어떻게 좋고 바람직
한 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걸 찾아내어 칭찬하려면 자녀의 행동이나 작
품 등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칭찬 할 때에는 아동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가 느끼게 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해주면 좋다. ‘흐뭇하다’, ‘기쁘다’,
‘대견하다’, ‘행복하다’ 등의 감정을 언급하고 신체적 접촉을 곁들여주면 효과
가 배가될 수 있다.
5) 적절히 지시내리기
첫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 지가 분명해야 한다. 지시를
하고 난 후에 아이들이 그 일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
라면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한다. 아이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부모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아동
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을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아이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에 대해서 부모가 시키도록 해야
한다면 질문이나 부탁처럼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
고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면 다소 사무적
인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 무섭게, 화가 난 듯이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
라 아이로 하여금 지금 이 일을 부모가 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다.
셋째, 이렇게 지시를 내릴 때에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것이다. TV
를 보고 있거나, 책을 보고 있다면 당연히 부모의 말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
다. 이럴 땐 부드럽게 아동의 손을 잡거나 고개를 부모에게로 돌려서, TV나
오락기를 잠시 끈 상태에서 자녀의 관심을 부모에게로 돌린 후 지시를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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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렇게 아이가 부모의 말에 집중하지 못한 채 지시를 내리면 아이는 아
이대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듣지 못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런 아이
를 보면서 부모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부모가 바라는 원만한 상
호작용이 아니다. 그러니 일단 지시를 내리기 전 아동에게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아이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지시를 하지는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
우 난감해하다가 포기해버릴 수 있다. 구체적인 일을 하나씩, 혹은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로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방금 들은 지시를 반복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제대로 이해했는 지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어려운 일을
시켰다거나, 아동이 확실히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면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아동이 실수하여 꾸중을 들을 확률이 없
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렇게 지시한 사항을 아동이 훌륭하게 처리하였다면 구체적으로, 감
정을 담아 표현해 주어야 한다.
6) 차별적 강화
아동이 보이는 부정적 행동에 대해 야단을 치거나 지적을 하게 되면 은연중
에 이것이 아동에게는 관심을 받게 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부모입장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였는데 아동의 입장에서 관심을 받는 게 되면 이 행동은 없어
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행
동을 했을 때 이를 무시하고, 대신 부모가 바라는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칭찬
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동생을 놀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동생을 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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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런 행동은 무시해버리고 대신 아동이 동생을 놀릴 만한 상황이었는데 놀
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동생을 존중해 주었을 때 그 행동을 잘 포착하여 칭찬
하며 보상해주고, 그런 행동을 통해 부모가 얼마나 기쁜지를 표현해주라는 것
이다. 이렇게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
상을 하는 방법을 행동수정에서는 차별적 강화라고 한다. 자신과 타인을 물리
적으로 헤치는 행동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놀리기, 약올리기, 비웃기 등의
행동에는 차별적 강화를 사용할 수 있다.

(6) 3회기 2주제 : 입양가정 지원 및 사후서비스
<3회기 2주제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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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단계

1부

강사
Tip

기대
효과

① 입양가정에 대한 제도적·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② 입양사후서비스의 필요성과 접근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소요
진행
내용
준비물
시간
방법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입양사후서비스>
① 입양사후서비스의 정의
② 의무 입양사후서비스(1년)에 대한 소개
<입양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근거)
강의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의료급여
및
(1종),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
60분 질의
교재
출산․입양 추가소득공제, 심리치료비 지원
응답
<아동의 성장에 따른 입양사후서비스>
① 아동의 발달단계별 입양사후 서비스
② 입양부모 관련 단체 및 서비스 소개
<입양정보공개 청구제도>
<입양가족 연결 및 상봉지원>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참가자들이 이해하도록 한다. 입양은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 아동복지서비스의 영역이므로 국가의 공적 지원이 이루어
짐을 이해하도록 한다.
② 입양사후서비스의 필요성과 입양부모자조모임에 참여해야 할 필요
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입양부모모임에 참여하도
록 격려한다.
① 참가자가 국내사후서비스의 필요성과 서비스 접근방법에 대해 정
확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입양후 어려움이 발생할 때 적시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입양가족형성에 기여한다.
② 입양사후서비스에 보다 많은 입양가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
양사후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3회기 2주제 교재: 입양가정 지원 및 사후서비스>

1. 입양 사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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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 사후서비스의 정의
입양사후서비스란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의 입양 후 적응을 돕기 위해 제공되
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 입양 후 부모와 아동이 상호적응
하고, 입양가정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노력
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입양특례법상 의무적으로 규정된 입양 후 사후관리기간은 1년이지만, 입양은
입양아동과

부모,

가정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생애적

과정(a

lifelong process)이므로 아동이 성장해가면서 입양가정에는 새로운 입양관련
과제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과업은 다음 <Ⅱ-3>과 같다.

<표 Ⅱ-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발달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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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입양부모

입양아동

입양전

불임에 대해 대처하기
입양결정하기
입양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 및 불안다루기
입양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 다루기
입양결정에 대해 가족 및 사회적지지 개발

없음

영아기

입양부모로서의 정체감 형성하기
적절한 역할모델 발견 및 입양에 대한 현실
적 기대 갖기
아동을 가족 내로 통합시키고 안정된 애착
형성
아동의 친가족에 대한 생각과 감정 탐색

없음

유아기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과 관련된 불
안과 불확실성 다루기
입양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분위기 만들기

자신의 입양스토리에 대해 알기
입양에 대해 부모에게 질문하기

아동기

아동이 입양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돕기
아동이 입양의 상실을 다루도록 돕기
아동이 입양부모와 친생가족 모두와 관련되
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친생가족에 대한 긍정적 견해 조성하기
입양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 유지

입양의 의미 완전히 이해하기
입양의 상실 다루기
친생부모 및 양육권 포기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기
입양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낙인
다루기
입양에 대해 부모와 자유롭게 이
야기하기
두 가족에 대한 이중의 관련성 인
정하기

청소년
기

청소년이 지속되는 입양관련 상실을 다루도
록 돕기
친생가족에 대한 긍정적 관점 조성하기
청소년의 뿌리찾기에 대한 관심과 계획 지
지하기
청소년이 뿌리찾기에 대한 현실적 기대를
갖도록 돕기
입양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 유지하기

입양사실을 안정되고 확고한 정체
성에 통합시키기
입양에 관련된 상실을 다루기
친생가족과 유전적 속성에 대한
생각과 감정 다루기
뿌리찾기 과정에 대한 느낌 탐색
입양에 대해 부모와 자유롭게 이
야기하기

출처: David M. Brodzinsky, Daniel W. Smith, & Ann B. Brodzinsky.(1998). 입
양아동의 적응. 안재진 역(2004). 홀트아동복지회.

2) 입양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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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사후관리는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입양 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
태에 관하여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입양 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1년 내 4회 이상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중 2회 이상 가정방문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정방문 시 최소 1회
는 입양부, 입양모와 함께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여 입양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입양부모
에 대한 양육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제공한다.
사후관리는 입양기관의 의무이나 대상자인 입양부모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야 한다. 사후관리 기간 중 이사, 연락처 변동 등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입양
기관에 반드시 고지하고, 가족관계 변화 등에 따른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입양부모는 입양특례법상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사후서비
스 확인서’를 입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후서비스 확인서’는 말 그
래도 의무적인 입양 후 사후관리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아동이 성장해
가면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입양관련 과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2. 입양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부에서는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
정에게 양육수당 및 의료지원혜택 등을 제공한다. 입양가정에게 특별히 이러
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입양이 아동과 부모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개
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국가의 요보호 아동을 입양부모가 영구적으로 보호하
는 공적 아동복지서비스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되
는 과정과 달리, 입양절차에서 예비입양부모교육과 가정조사, 법원의 허가과정
을 거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처이다.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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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인 지자체의 시·군·구청장은 만 15세 미만 입양아동이
만 15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일,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신청자(입양부모)의
계좌로 지급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이 가능하
다.
입양부모는 다음과 같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며,
관할 공무원은 1년 2회 이상 가정조사(1회는 가정방문)를 통해 양육 여부를
확인한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입양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가능)
◦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1부
2) 입양아동 의료급여
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 중인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 1종을 실시한다
(입양가족은 제외).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이전 달까지 적용되
며, 그 전에 중·고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날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적용된다.
입양부모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입양사실 확인서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적
용신청서를 제출하고, 2가지 지원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사전지원방식: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 사후지원방식: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료기
관 이용 시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사후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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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담금을 환급
3)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아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이 만 18세 도래 전까지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교 재학 중에는 만 18세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완
치된 경우 지급중단)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양육보조금은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
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은 월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은 월 551천원이며,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
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용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
여 포함)이다.
입양부모는 양육보조금의 경우 매년 1회(장애인등록이 된 아동의 경우 최초
1회로 계속 지원), 의료비의 경우 매달 또는 분기별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양육비의 경우, 입양아동양육보조권 지급신청서, 장애인등
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 의사소견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이
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이다.
4)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입양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 장애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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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검사비 및 심리정서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
액은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는 최초 월의 경우 20만원 책정 가능)이며,
상담 및 치료회수는 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검사결
과 및 소견서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한다.
5)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입양 축하금, 양육수당 추가지급 등이 이루어지며,
지원의 내용과 범위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문
의한다.
3.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입양사후서비스
의무적인 입양 후 사후관리가 끝난 이후에도 아동이 성장해가면서 입양가정
에서는 다양한 입양사후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입양사후서비스의 필요성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특수욕구 아동(연장아 및 장애아동 등)인 경우 사후서비스의 필요
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이라고 하더라
도 성장과정에서 입양관련 과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입양사후서
비스가 필요하다.
입양사후서비스는 입양기관과 입양부모단체, 입양전문상담기관 등을 통해 제
공된다. 대상별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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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대상별 주요 사후서비스
대상

내용

입양아동

성인입양인 멘토 프로그램
입양아동자조모임
입양아동캠프
입양아동합창단, 뮤지컬 등 공연을 통한 자기감정 표현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입양부모

부모교육 (P.E.T, 부모코칭 및 의사소통훈련, 양육관련 교육 등)
양육상담 (개별 및 집단상담)

입양가족

지역별 자조집단 모임
입양가족캠프, 체육대회, 송년회 등 다양한 행사

기타

친생가족 찾기 (※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 참조)

한편, 입양부모의 경우 주변에서 역할모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입양부모를
찾기 쉽지 않으므로, 입양가정의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양
후부터 입양가정의 지역자조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동을 양육하
는데 있어 주요한 지지의 원천이 된다.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입양 초기에는
입양과 관련된 과업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입양자조모임의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다가, 아동이 커가면서 자조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려 하나, 입
양아동들의 경우 어려서부터 자조모임 참여를 통해 다른 아동들과 친구가 된
경우가 아니면 대개 자조모임 참여를 거부한다. 따라서 아동이 어려서부터 지
속적으로 자조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입양아동의 정체감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이다.
입양자조모임은 주요 입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며, 한국입양홍
보회(MPAK),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입양가족모임 등에서 운영하는 입양부
모들의 자생적인 모임도 있다. 지역별로 정기적인 자조모임을 통해 입양 후
입양가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입양관련 어려움과 자녀양육상의 과정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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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며, 상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
다.
자조모임 참여는 입양기관에 문의하거나, 한국입양홍보회(www.mpak.co.kr),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입양가족모임(cafe.naver.com/greenmpak) 등의 가입
을 통해 가능하다.

4. 입양정보공개 청구제도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란 입양인이 입양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국내외 입양인이 가족찾기
및 정보공개를 의뢰할 때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이 입양기록을 공정하고 투명
하게 공개함으로써,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체성 확립을 돕는 한편,
입양가족의 신뢰도 제고 및 가족의 권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만 20세 이상 입양인은 직접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만 20세 미만은 입양
부모의 동의하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부모는 입양인의 동의를 얻어 친생가족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
양인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친생가족 찾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입양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의사 진단서 첨부).
입양기록보유기관은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소
재지 파악 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친생부모는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
여 공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친생부
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
양사유, 친생부모 거주 지역명, 입양아동의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를 공개한다. 다만, 입양인의 의료상 목
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
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입양가족 연결 및 상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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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가족 상봉
친생가족 찾기에 성공하여 친생부모와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에 친
생가족과 입양인 간에 편지 및 사진 등을 교환하게 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상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첫 번째 상봉장 소는 입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사후관리 담당자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친생가족이 있는 지방에서 첫 번째 상봉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입양인과 동행하여 상봉을 지원한다.
2) 유의미한 사람·위탁모 찾기 및 상봉
입양인의 과거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및 위탁모를 찾을 경
우, 입양서류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중앙입양원 또는 중앙입양원을 통한 관공
서 및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찾아볼 수 있으며, 입양인이 희망할 경우 상봉을
주선한다.
3) 입양인이 친생가족을 찾는 이유5)
입양부모들은 입양인이 왜 친생부모를 찾으려고 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동안
의 생활에 불만이 있었던 것인지, 부모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인지, 혹
은 입양인에게 어떠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입양인이 친생
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밝혀진 것은
자신의 유전적·사회적 뿌리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이 입양인에게는 보편적
욕구이며 부적응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이 친생부모를
찾아 입양부모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을 뿐이다.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찾는다는 말을 들으면, 입양부
모는 불쾌하고 배반당한 느낌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아이의 욕구를
5)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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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들은 입양부모가 채워
주지 못하는 욕구를 따로 가지고 있으며, 입양부모는 이에 대해 부족함이나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7) 4회기 1주제

입양사실 말하기와 공개입양의 이해
<4회기 1주제 프로그램 개요>

목표

단계

1부

2부

강사
Tip

기대
효과

① 공개입양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② 아동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이해한다.
③ 입양가정 내에서 열린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소요
시간

내용

진행
방법

준비물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강의
교재
<공개입양의 이해>
및
30분
이동식
① 공개입양의 개념
토의
마이크
② 공개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서로의 생각
나누기
<입양사실 이야기하기>
① 언제 이야기할 것인가?
②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강의
③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
60분
및
교재
④ 아동의 발달단계별 입양의 이해
질의응답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①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각각이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참가자들이 함
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공개입양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도출한다.
② 입양사실 말하기는 누구에게나 힘든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해
입양초기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양아동의 뿌리 찾기 욕구(친생부모에 대한 궁금증)는 자연스러운 현
상임을 참가자들이 인식하고, 이를 가정 내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다루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① 공개입양이 활성화됨으로써, 보다 많은 입양가족들이 당당하게 스스로
를 밝히고 입양사후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입양가정 내 열린 의사소통의 확립으로 입양아동의 정체성 확립을 돕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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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한 입양문화의 확산으로, 입양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도록 하고,
입양가족 간 유대를 강화시킨다.

<4회기 2주제 교재 : 입양사실 말하기와 공개입양의 이해>

1. 공개입양의 이해
1) 공개입양의 개념
공개입양은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입양사실을 당
당히 공개하고, 입양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친생부모와는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방입양(open adoption)과 구별된
다.
2) 공개입양의 필요성

※ 집단토의
공개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서로의 생각 나누기
찬반의견 골고루 발표하도록 배분

공개입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어떤 것이 아동에게 바람직
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다양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양인들 자신의 목소리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입양사실을 평생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설령 평생 비밀유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입양부모는 평생 동안
입양사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한다.
성인이 되어 입양사실을 알게 된 많은 입양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가
정 내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비밀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환상만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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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했다. 또한 성장과정에서 입양사실을 우연히,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알게 된 경우, 많은 입양인들이 입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입
양부모의 임종 시에 입양사실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에 대해 목소리
를 높이고 있고, 또 자신의 뿌리에 대해 접근이 거부된 것에 대해 분노하였다.
또한 입양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우연히 자신의 입양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부
모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이전에 형성해왔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
면서 많은 방황과 혼란을 경험한다.
입양아동은 입양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통합하여 진실에 바탕을 둔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공개입양이 보다 바
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2. 입양사실 이야기하기
1)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6)
공개입양을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입양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
니다. 입양사실은 개인의 소득이나 가족사항처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노출과 마찬가지로 입양사실도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즉, 그
사람과 관련이 있다면 알려주지만 관련이 없다면 말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
보를 공개하는 범위도 친밀도에 따라 달리 한다. 가까운 친구, 친척과 같이 믿
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입양사실을 공개하고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처음
본 사람이나 얼굴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면, 입양사
실의 공개는 입양부모가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
개입양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입양사실을 알 필요는 없다.
당연히 입양사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지지와 존중이 돌아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무례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묻지도 않은 의견과 충
고를 듣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중히 관심을 받는 것이 달갑지 않음을
전달하거나 왜 물어보는지 되물어봄으로써 질문의 동기를 돌아보도록 부탁하
6)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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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좋다.
또한 입양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입양당시의 상황이나 친생부모에 대한 세부사
항 등 아동의 인생에 관한 내용은 매우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아이 외에는 누
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정보는 아동의 사적 정보이므로 아이의
허락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을 아이가 알
게 되면 입양부모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입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심리학자, 교사 같은 전문가는
입양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동의 과거에 대해 의사, 심리학자, 교사 등 전문가
와 이야기할 때, 부모는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하며, 아이
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가 전문가에게 얘기한다는 사실을 아
이가 알고 있는지도 말해야 한다. 입양사실을 포함해 아이의 배경을 교사에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입양부모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입양부모는
교사가 아동에 대해 갖게 될 선입견을 걱정한다. 이러한 경우 입양부모는 교
사가 입양과 관련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교사에게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에게 이야기하기
입양아동에게 입양사실을 이야기할 때 고민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입양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입양부모에게는 어려운 일이며,
그러한 면에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1) 언제 이야기할 것인가?
아동에게 입양사실을 언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초기 입양전문가들의 입
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즉, 입양사실을 자녀에게 빨리 이야기하도록 장려하는
측과 입양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동의 심리적 발전을 해치게 될 것이므로 되도
록 늦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었다.
언제 입양사실을 이야기할 것인지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입양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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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성인들의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다.
다행히도, 입양을 경험했던 많은 성인들은 입양에 대해 입양부모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유익했고, 어떤 것이 유해했는지를 이야기해주었다.
10세 이후에 입양사실을 들은 입양인들은 그렇게 늦은 시기에 이야기를 한
것이 자신들의 자기 이미지를 흔들어놓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에 빠
지도록 했으며, 나중에는 자신의 입양부모, 특히 엄마에게 분노를 느끼는 등,
상당히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고 있었다. 성인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진
행한 연구7)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입양사실을 사춘기 이후에 뒤늦게 알게 된
입양인들은 그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또 부모들이 더 일찍
입양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입양사실에 대해 빠른 시기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은 입양
아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행복감과 “자랑스러워할 만한”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알려주었을 때, 입양인들인 자신이 입양부
모에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으며 보다 큰 만족감을 주었다
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양사실을 일찍 알려주어도 아이가 입양이 무엇인지 이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아동이 입양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동기 전체를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입양아의 초기 자아
정체성은 입양되었다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입양사실을
듣는 것이 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뒤늦게 입
양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자신을 재정의해야 하는 새로운 과업에 직
면하게 된다. 즉, 입양아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입양아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과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사실은 되도록 빨리,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입양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
이 된다.
(2)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7) 권지성, 최운선, 변미희, 안재진(2013). 성인입양인의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1),
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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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부모들은 입양사실을 단 한 번 이야기함으로써, 아동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그러나 아동의 입양에 대한 이
해는 아동기 전체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에게 입양사
실을 단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의 전 발달단계를 걸쳐, 아동과
함께 입양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동에게 이야기했는지에 따라, 입양은 자부심
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
어린 시절이건 나이가 들어서건, 자신의 입양사실을 부적절한 방식(모르는
사람에게 듣는다거나, 우연한 기회에 엿듣는다거나, 부모의 임종시에 듣는다거
나)으로 들은 사람들은 입양이 “수치스럽거나”, “끔찍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
게 된다.
입양사실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입양”이라는 단어를 일찍부터 애정 어린 방식으로 사용하고, 아
이들이 유아기나 학령전기에 이르면 입양을 아이들이 가족에 들어오게 된 방
법으로 이야기하고, 아동의 친생가족을 존중하고, 입양에 대한 질문과 감정,
관심을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자녀가 입양과 관련된 주제를 꺼내거나 친생부모에 대해 궁금해하면,
많은 부모들은 이것을 불안해하거나,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부모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감지함)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아동들이 부모에게 입양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침묵은 부모와 자녀간의 거리감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입양아로 하여
금 자신의 감정과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을 조용히 지니도록 하거나, 혹은 아
동이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지를 가족 외부에서 찾도록 한다. 아동이 이야기
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양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가정 내에서 입양과 관련된 이
슈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주는 것이 아동의 건강한 정체감 형성에 중요하다.

- 179 -

(3)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
언제 아동에게 입양사실을 이야기해주든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
이 있다. 물론,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이 어릴 때에는 이러한 개념들을
보다 간단하게 전달하고, 아동이 성장해나감에 따라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달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입양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다(Melina, 1997).
◦ 아동의 출생과 입양 전 살았던 장소
◦ 친생부모에 대한 언급 : 친생부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친생부모의 입양결정: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친생부모의 결정
에 대해 공감과 동정을 표시한다. 그러나 친생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아이
를 키울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입양부모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친생부모의 결정에 공감을 표시하더라도,
입양부모는 결코 아동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 친생부모가 아동을 입양보낸 것은 아동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 가족구성원의 죽음과 같은 사건들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입양부모는 친생부모들은 어떤 아기라도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명확히 알려준다.
◦ 세상에는 입양되었거나, 자신의 친생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동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 자신들이 별종이 아니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때, 입양자조모임 등을 통해 다른 아
동들과 어울림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
다.
◦ 아동을 낳아준 부모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입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책
임이 있으며, 입양은 영구적인 것이라는 점: 몇몇 아동들은 입양이 영구적
인 것임을 알지 못해 불안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성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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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도 입양부모가 함께 할 것임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 아동이 친생부모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며, 질문해
도 괜찮다는 것: 입양부모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지 못한다면 솔직히 이
야기하고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해도 좋다. (ex: 글쎄...너를 낳아주신 엄마
의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아마 매우 어렸을 거야. 아이를 입양 보내는
엄마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거든)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심각하고 진지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가
볍게, 지나치듯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매번 분위기가 무거워진다면, 아동은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이 부담스러워, 입양에 관한 주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아동 연령별 입양사실의 이해8)
아동의 입양에 대한 이해는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점차 발전한다. 따라서
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필요가 있는데, 각각의 성
장단계에서 아동은 입양 이야기의 각기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입양사실을 이해하는 과정은 아동의 심리적 과업(애도,
분리와 상실 등)을 다루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겪는 다양한 입양관련 과업들과 관련하여 이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
(1) 유아기(3세~5세)
이 시기의 아동들은 대체로 입양과 출생을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이
입양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아동들도 모두 입양되어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
8) Watkins, M. & Fisher, S.(1993). Talking with young children about adoption. Yale
University Press.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1997). 서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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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또한 ‘혈연’의 개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살면 누구
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입양사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
는 아동이 아직까지 입양의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동
이 자신의 입양사실을 직접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것은 아동이 입양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다기보다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흉내 내는 것에 지나지 않
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입양사실을 이야기하기 시
작하는 이유는, 훗날을 위한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즉 입양 사실을 가정
내에서 정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에게는 아동에게 입양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에 이 시기동안 부모는 아동과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아동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즉, 입양부모는 아기를 몹시 원했지만
아기를 가질 수 없었고, 친생부모는 태어난 아기를 보살필 수 없었기 때문에
입양부모에게 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해서 아동이 입양가정에 와서 살게 되었
다는 점, 아동이 집에 와서 입양부모가 무척 기쁘다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입양을 설명한다.
(2) 5세~7세: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삶과 죽음에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또한 만 6
세 무렵이 되면 아동은 임신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출생과 입양을 구별하기 시
작한다.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아동에게 이야기해야 하며,
아동의 출생 당시 상황을 모르더라도, 그럴 듯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아
동은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입양되었다는 생
각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친생부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친생부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많은 경우, 입양부모들은 친생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생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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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경우 아이들은 자신의 입양부가 곧 친생부라
고 생각하기 쉽다.
부모는 아동이 입양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
며, 친생부모가 어떤 아기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친생부모가 아동을 입양 보내는 이유를 주로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동의 나쁜 점 때문에, 두 번째는 부모의 경제적 문
제, 세 번째는 아이를 보살필 시간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이 중 첫 번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시기의 아동이 자신의 입양에 대해 잘못된 인식(ex: 친생부모가 죽
어서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생각하는 경우)을 갖고 있다면 부모는 이것을 고쳐
주어야 한다.
이 시기에 아동에게 입양사실을 설명하는 주된 목적은 입양의 과정을 이해시
키는 것,

즉, 아이가 어떻게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3) 8세~11세: 분리와 상실감
8세~9세 무렵이 되면, 아동들은 ‘혈연관계’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혈
연관계가 다른 관계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이제
출생과 입양을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1세가 될 때까지, 아동
들은 입양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이 영구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8세~9세의 입양아동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
치를 불안하게 느낄 수 있다. 아동들은 왜 자신들이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입
양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불안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친생부모가 나타나 자신들을 데려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서 걱정하기도 한다. 10세~11세 무렵이 되면, 아동은 입양이 영구적인 것임
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다.
8세~9세가량이 되면 아동은 자신이 입양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누군가 자신
을 포기하기로 결정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슬퍼하게 된다. 이 시
기의 애도반응은 정상적인 것이다.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슬픔을 느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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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
현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그러한 슬픈 감정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말해주어야 한다.
8세~11세 사이의 아동들은 대개 또래들과의 비교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
서 아동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입양아동이 아니며, 입양되었더라도, 다른 아이
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아동은 입양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
한다. 입양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덜 사랑받는다는 의미인지, 자신이 진정한 확
대가족의 일원인지, 또한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차별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의 달갑지 않은 말이나 뉴스나 잡지에 나오는 입
양에 대한 편견을 접했을 때, 입양부모는 그것을 기회로, 입양과 관련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탐색하고 모든 상황에서 쉬운 답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 입양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늘 정직해야
한다. 8세~11세 사이의 아이들은 때로 부모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
질 수 있다. 그런 경우, 입양부모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기보다는 아동
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물어봄으로써 아이가 생각하는 답을 직접 이야기해보
도록 할 수 있다.
(4) 청소년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
학령전기 아동의 과업이 어떻게 입양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아동
기 중기의 과업이 왜 입양이 일어났으며, 입양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청소년기의 과업은 입양을 통해 현재 그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12세~13세 무렵이 되면, 아동은 입양이 친생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입양부모
에게 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며, 아동이 입양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아동은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획득하고, 정체성 및 독립이라는 발달적 이슈를 발달시킴에 따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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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사춘기의 모든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획득하기 위한 실험을 거듭하고, 스스로를 독특한 개인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입양아동의 경우, 친생가족을 떠나 또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었다는 사
실은 청소년기의 정체감 발달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10대 청소년들은 자신
과 닮은 사람들(부모와 형제)을 살펴보며 자신이 그들과 어떤 점에서 닮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평가함으로써 정체감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입양된 청
소년의 경우 이러한 과업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난다. 즉, 한 번은 입양가족과의
관계(환경적 영향)에서, 한 번은 친생가족과의 관계(유전적 영향)에서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자
신의 생물학적 뿌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막연한 갈망이나 공허감을 느
낄 수 있다.
청소년기는 혼란스러운 시기로, 이 시기에는 사생활이나 통제와 같은 문제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입양사실이 이러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은 아니며, 청소년
기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해결책은 없다. 청소년들은 정체성 발달
을 포함하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비
판적인 사고능력을 충분히 발달시켜야 한다. 입양부모가 해답을 줄 수 없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아이들의 발달과정이며,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입양에 대한 이해도 개별 아동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아이는
친생부모에 대해 전혀 궁금해 하지 않거나 질문하지 않는 반면, 어떤 아이는
친생부모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기도 하는데, 이는 입양부모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친생부모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며, 입양부모의 양육방
식에 따른 차이가 아닐 수 있다. 입양부모는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을 잘 살피
고 그에 따라 아이가 입양관련 과업을 수행해나가도록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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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회기 2주제 : 성인입양인·입양부모 사례발표
및 입양부모 선언문 작성
<4회기 2주제 프로그램 개요>
목표
단계

1부

2부

강사

① 기존 입양가정의 사례발표를 통해 입양의 실제를 이해한다.
② 본인이 작성한 과제(자녀양육계획서)를 바탕으로 어떠한 부모가 될 것
인지 입양부모 선언문을 작성한다.
소요
진행
내용
준비물
시간
방법
<도입>
사례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발표
사진
<입양가정 사례발표>
1시간
및
동영상
입양부모 사례발표(불임, 유자녀, 연장아 등)
질의
성인인양인 사례발표
응답
<입양부모 선언문 및 편지 작성>
① 과제로 작성한 자녀양육계획서를 토대로
어떠한 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작
성하도록 한다.
선언문
② 선언문은 미래 입양자녀나 입양자녀의 친
작성을
발표
생부모에게 쓰는 편지형식이나, 일기형식 등
위한
30분
및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10~15분).
도구
토의
각자 작성한 후, 소집단 내에서 발표하도록
(편지지
하고, 왜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는지 서로
펜 등)
공유하도록 한다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① 다양한 유형의 입양가정을 사례발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참가자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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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기대
효과

감수준을 증가시킨다.
② 실제 입양인이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이 느끼는 입양경험에
대해 참가자들이 이해하도록 한다.
③ 성공한 입양인 사례 뿐 아니라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포함
한다.
① 기존 입양가정의 사례발표를 통해 입양에 대한 현실적 기대를 갖도록
한다.
② 자녀양육계획서를 토대로 한 입양부모 선언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양
육경험을 고찰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초심을 잊지 않도록 한다.

<4회기 2주제 교재 : 성인입양인, 입양부모 사례발표 및 입양부모 선언문 작
성>
4회기 2주제는 사례발표 및 입양부모 선언문을 작성하는 시간으로 아래에
제시된 활동지로 개별 활동 후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활동 5>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편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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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낳아주신 분께
입양삼자의 이해를 통해 친생부모의 입장에서 입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친생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 형식으로 써서, 다른 부모들과
나누어봄으로써 친생부모에 대한 나의 솔직한 감정을 탐색해봅니다.
입양부모가 친생부모에 대해 갖는 태도와 감정은 입양부모가 숨기려고 해도
입양아동에게 은연 중 전달되며, 이는 아동의 자존감 형성과 가정 내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입양부모가 먼저 친생부모에 대한
감정을 탐색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그룹별
나누기

집단별로 자신이 쓴 편지를 발표하고, 친생부모에 대한 자신
의 솔직한 감정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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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미래의 입양자녀에게 편지쓰기

사랑하는 내 아이 ○○에게
앞으로 만나게 될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미래의
자녀에게 편지 형식으로 써본다.

소감 나누기

집단별로 자신이 쓴 편지를 발표하고, 좋은 입양부모가 되겠
다는 서로의 다짐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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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
1) 프로그램 개요
기본과정(1~4회기)은 영아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모 교육과 동일하므로, 지
면관계상 생략하고, 5회기부터 8회기까지 프로그램 개요를 제시한다.

단계

회기

시간

주제

(12 시간)

진행방법

5

애착 이해하기

3시간

강의

6

상실과 애도

3시간

강의 및 실습

가족 관계 증진 시켜 나가기

2시간

강의 및 실습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특성에 따
른 적절한 훈육 원리 Ⅰ

1시간

강의 및 실습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특성에 따
른 적절한 훈육 원리 Ⅱ

2시간

강의 및 실습

1시간

발표

7
심화
과정

8
예비입양부모교육과정 돌아보기
희망 나누기

2)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1) 5회기 : 애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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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단계

1부

2부

3부

강사
Tip

기대
효과

① 자신의 애착 유형을 파악해보고, 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② 애착의 견지에서 입양아동이 처한 심리적 환경을 조망한다.
③ 입양아동과 안정 애착 형성을 위해 부모로서 취해할 태도를 익힌다.
소요
진행
내용
준비물
시간
방법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예비입양부모의 애착과 대인관계>
① 애착의 자기 영속성
강의
1시간
② 예비입양부모의 애착 유형 알아보기
실습
③ ‘나’의 어린시절, 원가족 내에서의 ‘나’ 돌
아보기
교재
④ 입양과 나의 애착
<입양아동과 애착>
① 영아기 공생 단계의 특징
활동지
② 애착의 측면에서 본 입양아동의 심리적
1시간
강의
환경
③ 안정애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
④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때
<안정 애착을 돕는 기술>
감정 반영하기, 특별 놀이시간
1시간
강의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① 참가자들이 애착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것이 대인관계를 비
롯한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입양아동이 안정 애착의 형성에 있어서 불리한 면이 있으나 이것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적절한 양육환경을 통해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음을 참가자에게 분명히 전달한다.
③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모들이 갖춰야 할 공감의 의
미와 이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① 애착이 전생애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안정적인 애
착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② 애착의 형성이 암시적 기억을 기반하고 있어 쉽게 바뀌지 않지만 건
강하고 공감어린 양육을 통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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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기 교재 : 애착 이해하기>

1. 예비입양부모의 애착과 대인관계
1) 애착의 자기영속성
예비입양부모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맺은 애착유형은 내적작동모델
(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해 주변의 타인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왔을 것이다. 내적작동모델을 보울비가 제시한 것으로 부모와의 애착을
기반으로 타인이나 대인관계에 대해 형성한 도식, 내적 표상을 의미한다. 부모
에게서 위로, 안식, 공감을 제공받았던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것
들을 기대하고 충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입양부모의 애착유형은
이들이 주변의 친구, 동료, 형제 등 주요대인관계에서도 유지되어 왔을 가능성
이 높다.
2) 예비입양부모의 애착유형 확인하기
‘성인애착유형’ 질문지나 ‘이성관계 애착유형’ 질문지 등을 통해서 예비입양부
모가 대인관계에서 혹은 가까운 이성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불안과 회피반응을
하는 지 알아볼 수 있다.
3) ‘나’의 어린 시절, 원가족 내에서의 ‘나’ 돌아보기
예비입양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자신과 부모 사이에 어떤 애착
이 발달되어왔는지, 그로 인해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발달시켜
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비입양부모와 부/모와의 관계, 다른 형제들과
의 관계, 부모님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자신의 가까운 친
구, 직장동료나 선후배와의 관계 맺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다. 자
신이 사회적 거리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나누며, 힘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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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활동 7>

‘나’의 어린시절, 원가족 내에서의 ‘나’ 돌아보기
: “따뜻한 기억” 떠올리기 실습
<실습 과정 및 지침>

분류

내용
나의 어린시절, 특히 원가족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나의 애착특징을 이해해본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맺게 된 애착유형과 질이 어떻게 나의 대인
입양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목표 관계와
자신이 살아오면서 힘들거나 지칠 때 지지와 긍정을 보내주었던
사건이나 장면(“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고 이를 나눈다.
입양아동에게 “따뜻한 기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
도록 동기를 강화하고 의지를 다진다.
기억” 작성할 용지, 부모-자녀 관계 탐색을 위한 문장완성
준비물 “따뜻한
용 문항기록지
각자가 자신의 어린시절,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떠올려본다.
준비된 미완의 문장을 완성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맺은 유대가 어떤 식으로 나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자신이 겪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나 지지를 받았
진행과정 던살아오면서
순간이나 사건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이를 자세히 회상해본다.
그 상황에서 오갔던 말을 떠올리면 구체성이 증가된다.
준비된 용지에 자신이 떠올린 “따뜻한 기억”을 기재한다.
수강 인원이 많다면 조를 나누어서, 인원이 많지 않다면 전체적
으로 자신의 회상 내용에 대해 나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따뜻한 기억”은 굳이 부모가 아니어도 된다. 살아오면서 누군가
에게 지지, 위로, 이해받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되는 것이
다.
“따뜻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필요하
유의사항 면 진행자가 촉진적 질문을 할 수 있다.
자신이 누군가를 통해 심리적으로 지원받았던 거처럼 또다시 누
군가에게 이런 지지와 사랑을 보낼 수 있고, 특별히 입양아동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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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을 완성해볼까요?
① 어머니와 나는

② 아버지와 나는

③ 우리 부모님은

④ 나에게 가족이란

⑤ 감당하지 못할 일이 내게 생길 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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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따뜻한 기억”>

상황

나에게 힘이
되었던 점

이 기억이
나에게 주는
의미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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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과 나의 애착
예비입양부모가 지금껏 맺어왔던 대인관계는 입양을 통해 한층 확장되게 된
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었거나, 정서적 지지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지 떠올리고 나눈 후, 입양아동에게 자신이 그러한 “따뜻한 기억”
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대인관계를 통해 충족해왔던 부분
이 입양을 통해서도 채워지기 위해서는 입양아동이 애착의 측면에서 어떤 상
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2. 입양아동과 애착
1) 영아기 공생 단계의 특징
영아는 신경생리학적으로 2~6 개월(공생기)에 기억과 인지 및 운동협응 능
력이 발달하여 자신이 안기고, 냄새 맡고, 몸을 보는 등의 경험을 기억하고 조
작할 수 있게 된다. 자아기능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사랑
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기능의 발달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이 시기에 영아
의 필요를 알리는 단서에 어머니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해주지 않으면
유전적으로 입력된 유아의 자아기능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수 있다.
영아의 불쾌한 경험에 대해 어머니가 달래주고 보듬어주면 이것을 내면화하
여 이후에 스스로 자신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행동의 토대로 삼게 된다. 배고
픔, 추위, 큰 소리나 어둠 등의 불쾌한 경험도 유쾌한 경험이 충분히 우세한
상태에서 겪게 되면 이후 발달하는 자기 이미지에 유익하다. 공생 단계에서
어머니가 영아의 상태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영아는 자신이 바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뤄지는 듯한 전능감에 휩싸이게 되고, 자신의 필요가 어
머니라는 존재로 충족된다고 연결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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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착의 측면에서 본 입양아동의 심리적 환경
입양아동은 생의 초기에 심리적 발달의 토대가 되는 주 애착 대상을 상실했
음으로 인해서 공생기 혹은 그 이후 심리적 발달단계에서 겪어야 하는 주요
과업이 지체되어 있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입양부모에게 오기 전까지
입양아동이 어떤 애착사를 겪었는지에 따라 애착 대상의 상실이 여러 번일 수
있고 맺어왔던 애착의 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입양아동
이 입양부모와 맺을 애착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후 적응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애착의 측면에서 본다면 입양아동에게 질 좋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자원
이 있는 입양부모가 가능한 한 빨리 연결되어야, 그동안 있었을 수도 있는 지
체나 부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입양아동이 자신
의 필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새롭게 안정애착을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획득 안정애착이라고 한다. 입양부모, 친구, 교사 등이 획
득 안정애착의 성취에 기여할 수 있다.
3) 안정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9)
(1) 입양 전의 애착 역사
이전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입양아동이 긍정적인 유대를 경험하였다면 입양
부모와 긍정적인 유대를 맺는 것이 가능하고 자연스럽다. 아이를 다른 가정으
로 옮기기에 가장 적절한 연령은 생후 6~7개월 이전이며, 이후에 옮겨야 한
다면 아이가 이전 양육자와의 관계 상실에서 느끼는 두려움, 슬픔, 상실에 민
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노력할 준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외상과 상실
9) Gulden & Bartels-Rabb.(1993). 누가 진짜 부모인가. 안재진·권지성 역(2006).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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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이나 친생부모의 집에서 다른 위탁가정으로 이동한 경험, 입원, 방
임, 학대, 중요한 상실과 같은 과거의 외상적 사건들은 아동의 신뢰를 해치거
나 슬픔을 만들어 유대를 방해할 수 있다.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이 생활사건
을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각 사건이 갖는 영향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주제는 입양아동이 새로운 발달단계에
진입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다.
(3)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성격
부모와 아동간 성격의 궁합이 애착 형성을 강화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부모
와 아동의 성격차이가 애착을 방해하게 되면 입양아동은 거부당한 느낌을 가
질 수 있고, 입양부모 역시 입양아동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인해 당황함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의 성격을 이해하
고 감정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자녀에게 갖는 기대를 현실화하고 서로가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개발하는 한편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
법을 찾아야 한다. 둘 만의 노력으로 부족할 수가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하는 경우도 있다.
(4) 긍정적인 상호작용
서로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유대와 애착을 강화
한다. 입양기관에서는 아이가 행복해하는 상호작용이나 단서(노래, 표정, 게
임, 운율, 이야기, 포옹 등)를 제공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성공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동일한 행동을 제공하는 다른 사람(입양부모)에게 같은 반응을 보이
는 것이 아동에게는 이전 양육자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져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 서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활동과 단
서들을 찾아내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입양아동도 입양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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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양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이해하고 이러한 다름을 놀이화하는 등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면
둘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5) 입양부모와의 공통점
입양부모와 닮은 외모, 능력, 행동, 공통된 취미와 같이 입양부모와 닮은 점
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입양아동은 입양부모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이
들에 대해 권리감을 가질 수 있다. 입양부모 역시 아이가 자신들과 닮은 점을
찾아냄으로써 애착을 강화할 수 있다.
(6) 거리를 두는 행동
이전 부모의 상실에 대해 여전히 슬퍼하고 있거나,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
는 것이 그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느끼게 되면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와 거리를
두기위해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 거리를 두기 위해 하는 부정적인
행동은 주의를 끌기위해 하는 부정적인 행동과는 다르다. 주의를 끌기위해 하
는 행동은 차별적 강화(긍정적인 행동에는 칭찬하고 부정적 행동은 무시하거
나 벌주기)와 같은 행동수정방법에 의해 극복할 수 있지만, 거리를 두는 행동
에는 긍정적인 행동에 관심보이기가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
옷이나 위생 상태를 통해 외모를 볼품없게 만드는 것은 거리를 두기 위해 하
는 흔한 행동이다. 더러운 옷이나 철 지난 옷같이 부적절한 옷차림은 아이가
방임되고 있다고 주변에서 오해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한다. 어린아동에게서 보
이는 이러한 행동은 아직 입양아동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족에게서 거
리를 두려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보다 나이든 아동은 거리를 두기 위
해 가족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들과 심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거나, 형
제를 학대할 수 있다. 이때 역시 행동수정 방법보다는 입양아동이 입양부모
및 가족들과 거리를 두려는 이유를 밝히고 애착과 신뢰를 방해하는 요인을 규
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입양아동의 거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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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동이 심각해 보인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7) 입양과정에 대한 느낌
입양부모의 경우, 까다로운 입양과정이나 입양과정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이
입양아동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입양부모는 입양과정에서 경험했
던 분노, 상처, 좌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정을 배우자, 친구, 친
척, 입양기관 관계자, 상당자 등에게 털어놓는 것은 입양부모들이 입양과정에
서 얻게 된 부정적 정서와 입양아동에 대한 감정을 분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입양부모가 입양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입양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겪었을
상실감을 충분히 다뤄줄 필요가 있다. 또한 마침내 입양이 성공하여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자신만큼 기쁨과 흥분을 느끼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당황하고
상처받을 수 있다. 입양부모와 동등한 수준의 기쁨과 흥분을 느끼는 입양아동
은 매우 드물다. 아동이 온 것을 축하하기는 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 지나친 기대
입양부모나 입양아동이 서로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애착형성
에 방해가 된다. 입양부모가 갖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경험을
함께하고 입양아동도 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구체적인 재능, 지능,
취미 등을 가졌으리라는 기대와 상상 등을 포함한다.
입양아동이 갖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입양부모가 혼내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며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자신이 원하는 외모가 원하는 형
제자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자신이 발전시켜온 일방적인
기대와 바람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야 충돌이 줄어들고
유대감이 견고해질 것이다.
(9)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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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스트레스, 직업적 스트레스, 부부간의 언쟁, 다른 자녀의 말썽 등은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간 유대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정기
적으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간단한 신호(암호, 표정, 농담 등)를 개
발하여 반복하는 것 등은 일상에서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
다.
4)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때10)
육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받은 아이는 비록 건강하지 못한 파괴적인 형
태일지라도 학대자에게 여전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학대자가 부모라면 아동
은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입양아동은 자신이 학대를 받
을 만한 잘못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비난하며, 학대자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학대받은 아이들은 과거를 떨치고 건강한 애착으로 옮겨가기 전 학대자에 대
한 그들의 애착을 인정하고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도
움을 필요로 한다. 강화물을 증가시키고 방해물을 제거하거나 상쇄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획득 안정애착의 달성이 가능해지나 어떤 장애물은 제어하기 매
우 어려울 수 있다. 입양부모와 입양자녀의 관계에서 현재와 과거의 강화물과
방해물을 신중히 살핀 후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의 애착과 유대가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한다.
입양부모가 현재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부모-자녀간
애착이 아동의 병리성에 기반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아이를 돌봐줘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며 상당한 에너지를 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일정
정도의 애착은 유대 없이도 가능하지만 유대의 결여는 애착의 질을 저하시키
고 집안팍에서 입양아동이 권위를 수용하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입양아동이 외상적 경험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도 외상수준으로
10) Gulden & Bartels-Rabb.(1993). 누가 진짜 부모인가. 안재진·권지성 역(2006).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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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있다면 이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누군가에게 매달릴 수 있고, 부
정적인 욕구(예: 누군가에게 화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
에게 매달릴 수 있다.
입양부모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고 불쾌한 방향으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
이지만 입양아동은 좋든 나쁘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
억해야 한다. 입양아동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모든 유대와 애착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입양아동과 도무지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여겨
진다면 전문가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안정애착을 돕는 기술
1) 감정 반영하기
감정 반영하기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언급했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상황이나 비언어적인 단서를 취합하여 상대방의 현재 감정
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 반영이 적절하게 이뤄지면 이야기를
한 사람은 공감받았다는 느낌으로 인해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보다
깊이있게 살펴볼 여유를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둘 간의 신뢰감이 깊어질 수 있고 이러한 신뢰감의 증가는 더 깊은 자기
개방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
감정 반영은 “A해서 지금 B하다는 거군요”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A는 감정 발생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B는 A로 인해 발생한 감정을 지칭
하면 된다.

A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지금 B하시군요“라고

만 표현해도 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에 혹은 진짜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를 때 속마음을 읽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입으로는 “괜찮아요”를 말하고 있지만 표정이나 자세로는 그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부모는 그 속마음을 읽어주고 표현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00아, 사실은 좀 속상한거지?”, “00이가 큰 소리로 말하지만 서
운해보이네”,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듣고 싶은 걸로 보이네”와 같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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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속에서 하고 싶은 말, 그 말에 담긴 욕구를 파악하고 반영해주어야 한다.
이것을 잘하려면 먼저 입양부모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표현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2) 특별 놀이시간
입양아동과의 유대를 증진하고 애착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놀이시간’을 계획
해 운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품행문제를
가진 아동과 부모간 긍정적 관계를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방법이다.
(1) 운영 방법 및 절차
◦ 아동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 장소를 정하고 이를 아동에게
알린다.
◦ 40분 정도면 좋겠지만 20-30분 정도라도 괜찮다. 매일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적어도 일주일에 3-4회는 지속되어야 한다.
◦ 다른 형제는 이 놀이에서는 빠지는 게 좋다. 애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동
만의 놀이를 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운영되어야 효과적이다.
◦ 시간이 되면 ‘이제 무엇을 하고 놀지’ 아동이 정하도록 한다. 아이가 제안
하거나 고르지 못할 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알고 있다면 이를 제시해
도 좋다. TV보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제외시킨다.
◦ 아이가 자발적으로 놀이를 한다면 조금 지켜보다가 함께 놀이하면서 놀이
의 파트너가 되어주면 되고, 아이에게 놀이방법을 소개해 주어도 좋다. 아
이가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언급해주는 것으로 반응해 줄 수 있다.
(2) 주의사항
◦ 지시나 명령은 금물이며, 아동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한다. 쓰다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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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거리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도 해줄 수 있다.
◦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특별 놀이시간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 아동과 놀이하면서 온전히 주의와 신경을 아동에게 쏟아 아동이 충족감이
들도록 해야하며, 입양부모 역시 놀이하는 시간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아
동과 함께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 활동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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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회기 : 상실과 애도
<6회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단계

1부

2부

강사
Tip

기대
효과

① 상실의 맥락에서 입양 삼자를 이해한다.
② 애도 단계 및 애도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애도를
돕는 방법을 습득한다.
소요
시간

내용

진행
방법

준비물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1
<상실감 다루기>
강의
교재
시간
① 상실의 맥락에서 본 입양
②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생부모의 상실
<애도 다루기>
① 애도 단계
② 애도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들
2
강의
교재
③ 애도를 돕는 방법들
시간
실습
활동지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① 상실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것이 파괴적 에너지
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히 애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인식
하도록 한다.
② 참가자 각자의 상실 경험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상실이 성
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입양 아동은 여러 상실을 경험했으나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이러한
상처는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으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를
위해 입양부모들이 노력할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해야,한다.
④ 입양아동에게 상실에 대한 충분한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비입양부모가 인식하도록 한다.
① 누구나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며 살고 있고, 상실은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② 자신의 상실 경험을 다뤄봄으로써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이해하고,
상실을 경험한 입양아동의 성장을 위해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조력하
도록 동기화될 수 있다.

- 205 -

③ 예비입양부모가 상실에 대한 충분한 애도의 과정과 애도를 돕는 방
법들을 습득함으로써 입양자녀의 상실에 대한 애도를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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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기 교재 : 상실과 애도>

1. 상실감 다루기11)
1) 상실의 맥락에서 본 입양
상실(loss)은 중요한 대상, 사람 혹은 사건이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제거
되는 것 혹은 성취하려고 애쓰던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다. 입양을 포함
해 아이들이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이동할 때 경험하는 애도에 대해서는
입양가족과 전문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여기에는 입양이 아이에
게 주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슬픔이 미미하며 일시적이고 행복이 더 크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있다.
2) 입양아동의 상실에 대한 개관
자신의 친생부모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아기 때 사
진이 없고 엄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모
두 상실감과 연결될 수 있다.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늘 자신에 대해
다시 재정의 내리게 된다. 외상적이지 않은 사건을 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상실이 될 수 있다. ‘그 당시 취해졌어야만 했던 조치들’에 대해 갈망하고 분
노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떠난 것에 대
해 슬픔을 갖게 된다.
이때 주목해야할 것은 입양아동이 갖는 ‘ ~ 해야만 했다’는 표현은 현재의
상황이 아닌 상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즉, 입양아동은 친생부모가
자신을 키웠어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입양부모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은 입양아동에게 다루기 힘든
감정이다. ‘친생부모와 같이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에 대한 생각은
우울감과 슬픔을 동반할 수 있다. 충분히 애도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상실
11)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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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올 수 있는 거처럼, 친생부모가 아닌 입양부모와
가족 안에서 일정 경험을 거치고 난 후 지금의 인격을 형성한 입양아동이 입
양되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기회의 상실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3) 입양아동·입양부모·친생부모의 상실
(1) 입양아동
친생부모와의 관계 상실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을 중심으로 상실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다. 입양아동은 친생부모와 함께 살았을 때 가졌을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가족 간의 유전적인 동질성이 없는 것
도 상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신체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것은 소속감을 느
끼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입양되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
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느낌은 상실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가족에게 왔다는 사실은 입양아동이 새로운 발달
단계에 도달할 때마다 새로이 “~했어야 했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따라
서 입양아동의 상실과 그에 따른 애도과정은 발달 단계에 따라 조금씩 그 중
심 내용을 달리하여 다뤄질 수 있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생후 6개월 이전에 입양된 아동은 입양의 상실 문제를
매우 빠르고 고통없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친생부모가 자신을 양육할 수
없거나 혹은 양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처리는 아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양을 상실로 경험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양부모가 다른 가족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입양아동이 느끼고 있는 상실
이나 애도의 느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 입양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도록 도와주되, 입양아동의 상실을 더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 감정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입양아동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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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감정이 정상적이며 괜찮다고 인정해주어야 한다.
◦ 입양아동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가 입양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
명히 해야한다. 그러나 입양아동의 문제가 평균치를 웃돌거나 입양이나 친
생부모와 관련된 주제와 연관된다면 해당 문제의 바탕에 상실과 애도가 있
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2) 입양부모
입양부모도 입양을 통해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습관, 재
능, 버릇, 그 외 자신의 일부가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기
대를 접어야 하며 이것은 분명한 상실이다. 명백히 자신을 닮은 아이를 더 낳
지 않기로 하고 입양아동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결정한 것에는 상실감
이 뒤따를 수 있다. 입양부모가 불임을 경험했다면 이들의 상실감은 훨씬 더
복잡하다. 이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것이다.
입양아동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변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같이 할 시간이 줄
어들게 된다. 자녀와의 관계가 부부관계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부부만
의 시간을 갖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입양아동을 비롯
한 자녀 양육에 더 많이 개입하게 되므로 아버지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도 생긴다.
(3) 친생부모
입양아동이 자신의 친생부모를 감정이 있고 장점과 약점 모두를 가진 사람으
로 그려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상실을 이해하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친생부모는 아이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상
호작용하며 아이의 일부가 되는 것을 상실하게 된다.
친생부모의 양육 포기 과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입양아동에 이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아야 하거나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입양아동은 자신이 친생
부모에 대해 아는 것 혹은 진실이라고 믿는 것으로 자신의 일부를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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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친생부모에 대한 믿음이 부정적이라면 이들은 자기 안에서 그러한 부
정적인 요인을 찾으려고 하게 된다.
친생부모가 입양아동을 양육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친생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적절히 양육하기에 너무 열악
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다. 친생부모의 처지를 알고 있
고, 아이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다면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나이가 어리다면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히 언
급하면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친생부모의 상황을 정
확히 알 수 없다면 친생부모 역시 두 사람이 사랑하여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도저히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다른 사람이 아기를 양육하도록 결정
했을 것이며 이런 결정으로 인해 친생부모 역시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추측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친생부모를 지나치게 미화하려 할 필요는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라도 그렇
게 했을 것’이라고 친생부모의 결정을 승인할 필요는 없다. 입양부모가 친생부
모의 입장을 지나치게 정당화할 때 입양가족 내에서 아이가 느끼는 안정감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입양부모는
“끝까지 입양아동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해서 입양을 결정했다는 것을 힘
주어 입양아동에게 전달해야 한다.

2. 애도 다루기12)
1) 애도 단계
상실로 인한 슬픔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애도 역시 반복
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상실에 대한 애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닷가
에서 큰 파도가 해변으로 올 때 몇 번에 거치면서 그 기세가 누그러지는 것과
흡사하다.

12)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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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각적인 반응
① 충격과 마비
두 시간정도에서 두 주 정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 단계는 애도 단계에
서 재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단계이다. 상실이라는 강렬한 감정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서 개인이 충격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어지러
움, 오한, 졸도, 초조, 떨림, 경련, 발한, 가슴 통증, 눈동자가 흐릿해지는 등의
신체 증상을 보인다.
② 불신과 부정
현실을 직시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인격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아가 발동하는 일종의 보호 장치를 방어기제라고 할 때 상실과 관련
하여 흔히 발현되는 방어기제는 불신과 부정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은 거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방어기제가 작동할 때 해야할
일은 방어기제를 존중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서 애도자를 보호하려는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현실을 인식하도록 강압하

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③ 타협
상실한 것을 되찾기 위한 대가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구체적 행위를 하
거나 희생을 하겠다며 스스로에게 혹은 신에게 다짐하고 약속한다. 기저에는
상실의 복구에 대한 강한 열망, 상실의 부정, 자신이 상실에 기여했다는 생각,
그로인해 상실에 책임이 있다는 믿음 등이 작동한다.
입양아동의 경우 친생부모나 다른 주 양육자에게 돌아가기 위해 자신이 “완
벽”해질 것이라고 타협하게 된다. 혹은 입양아동이 주요한 상실을 여러 번 경
험하였고 이러한 상실에 대해 자신의 탓을 하게 되는 경우 “완벽하게 끔직한”
행동을 해서 자신을 원래 있던 장소로 되돌리려 노력하는데 이것 역시 타협의
일종이다. 타협을 하는 것은 입양아동에게 수치심을 경험하도록 한다. “완벽
한” 아이가 되려는 시도는 지금의 상태가 만족스럽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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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부러 다른 상태가 되도록 애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완벽하게 끔찍한”
아이가 되려한다면 자신이 가진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처
럼 자신의 부정적 행동과 이것이 주변에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
자신이 나쁜 아이라는 믿음을 강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④ 해체
충격과 마비가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 발생해 다른 애도 단계와 더불어 지속
될 수 있다. 해체는 일관된 자아감의 상실을 일컫는다. 부주의하고 느리고 능
숙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미 습득한 기술을 일시적으로 잃어
버리고 이전 발달단계로 퇴행하기도 한다. 해체로 인한 결과는 건망증이나 다
른 종류의 실수가 여기저기에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특정한 영역과 관련하
여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2) 갈망과 탐색
상실을 되돌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되찾으려는 갈망이 있고 이러한 갈망
이 인지적, 운동적, 관념적 탐색을 하도록 한다. 자신이 상실한 것이 이미 죽
어버린 사람일지라도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그것을 찾으려 한다. 상실한 사람
과 관련된 사건이나 장소, 그 사람과의 기억을 유지하는 것에 몰두하게 된다.
입양아동은 친생부모에 대한 이미지와 환상을 마음껏 만들어 낸다. 군중 속
에서 자신과 닮은 사람을 발견하려고 애쓴다. 여러 가지 탐색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때 상실은 더욱 현실화된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실패한 탐색은 친
생부모에 대한 애도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지도 모른
다.
(3) 격렬한 감정
자신과 타인을 향한 강한 슬픔, 죄책감, 수치심, 분노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입양아동은 흔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강렬한 감정 중 분노를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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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이때 분노의 대상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 친생부모, 입양부모, 신, 그 외
현재 자기가 책임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입양아동이 표현
하는 분노가 받아들여지고 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적절히 다뤄지면 분노 이면에 있는 상실감과 슬픔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죄책감은 무언가의 상실 경험에 자신이 기여한 바 있다는 자기 비난의 감정
을 말하는 것이고, 수치심은 자신의 인격과 존재에 대한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못한 굴욕의 감정이다. 대개의 경우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할 때 수치심을 느
끼지 않지만 입양아동은 친생부모의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4) 절망과 자포자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와 관련된 생각들, 상실을 되돌리고자 하는
탐색을 포기하면서 들게 되는,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포함한다. 격
분, 권력의 상실, 우울, 방해받는 느낌, 미래를 보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찾지
않으려는 경향을 동반한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없이 드러나는 분노와 절망을 결합한 형태의 격분
은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두렵게 경험된다.
상실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오랜시간동안
우는 아동도 있다. 입양아동의 울음에 장시간 지지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과 함께 있어주고 ‘오랫동안 울어도 괜찮다’
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절망과 자포자기는 애도의 전환점 역할을 할 수

도 있다.
(5) 재구성
회복으로의 방향 전환이다. 개인의 기능이 예전수준으로 회복되고, 상실 이외
의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아를 재구성하고 미래
도 구상한다. 입양아동의 경우 새로운 성을 받아들이고 연령에 적합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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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되며 자신을 입양부모의 자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6) 통합
상실 과정에서 배우게 된 모든 것을 새로운 자신에게 통합하려 한다. 상실의
비가역성을 인정하면서 삶의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과거에 머물기보다 현
재를 살고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 상실로 인해 황폐화되지 않고 상실을 견디
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현재에 접목시켜 더 강하고 풍요로와진다. 통합을
달성한 입양아동은 더 이상 입양이 줄 수도 있는 나쁜 것에 영향받지 않고 편
안하게 받아들인다. 친생부모의 선택이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입양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또 다른 축복이고 기회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2) 애도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들
(1) 철회
애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고립이라도 불리우는데 상실을 경험한 사
람이 이전에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멀어
지는 것을 말한다. 위탁 가정에 있던 아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직전에는
가깝게 지내던 위탁부모,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고립된다. 특히
이러한 고립은 정서적인 접촉이 발생할 때 두드러지기 쉽다.
철회는 슬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상실 후 애도 과정이나 상실
대상과의 재회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에인스워스(Ainsworth)의 유명한
실험에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철회는 상실에 대한 감정을 처리할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철회의 시간동안 아동
은 방해받지 않고 적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지받아야 한다. 고통에서 자신
을 보호하거나 혹은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철회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철회의 시간이 지나치게 잦거나 길 때 심각성을 고려해봐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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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도록
도우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에서 아이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다. 이때 앞선 배운 ‘감정 반영’을 시도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입양아동이 자신
의 감정에 대해 다루고 싶으면서도 겁이 나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
한 때를 표시하기 위해 ‘암호’를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떤 말이라도
상관없는데 입양아동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용어를 선택해야 한
다.
(2) 대체
대체를 통해 상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당연스럽기도 하지만 상실에 대
해 충분히 애도하고 통합을 성취하지 못한 채 서둘러 대체하려는 것은 문제를
내포하기 쉽다. 입양아동은 친생부모나 위탁부모를 불렀던 이름으로 입양부모
를 부르고 입양부모를 친생부모처럼 받아들이도록 기대되기 때문에 대체 문제
는 복잡하다. 입양아동은 자신의 친생부모에게 가졌던 분노를 입양부모에게
투사하기 쉽다.
출생가정에서 입양가정으로 이동하기까지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득보다 해
가 많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시간이 연장된다면 이때에 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한 애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자의 개입과 양육자의 지
지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은 입양아동이 혼자 슬픔을 감당하지 않
고 애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3) 애도를 돕는 방법들
(1) 회복에 이르는 기제
외상 및 외상 후 성장에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외상 사건에 대한 침투적 사고
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의도적 회상(반추)만이 성장에 기여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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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다(Tedeschi & Calhoun, 1996). 상실을 경험했을 때 이로 인한 슬픔
과 충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으며 슬픈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떠올리고 이를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심리적으로 안전한다
고 하는 것은 입양아동이 꺼내놓는 슬픔과 분노라는 거대한 감정을 피하거나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보유하고 잘게 나누어서 아동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으로 되돌려 주는 성인이 있는 환경을 말한다. 대상관계이론가들이 말하는 보
듬어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 담아두기(containing)의 기제가 바로 이
것이다.
(2) 구체적인 방법들
입양부모가 자신의 상실을 적절히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 입양아동의 상실을
다룰 때 효능감이 생길 것이다. 가장 확실한 원칙은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런
경험을 없는 척, 그로인한 슬픔이 없는 척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상실과 슬픔
을 드러내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하기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인생 그래프에서 상실 다루기
◦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인생그래프로 그려본다
◦ 가운데는 0점이고 아래는 (-), 위는 (+)로 인생의 희비를 표현한다. (-)
에는 상실, 슬픔, 고통 등을 수반한 경험을 표시하고 (+)에는 성취, 행복
감 등을 표시하는데 연령에 맞춰 또 경험이 동반한 감정의 강도를 수치로
표현한다.
◦ 각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흐름을 파악해본다.
◦ 자신이 어떤 상실을 경험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본다.
② 처음 써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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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별이나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만날 수 없어진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 “이제서야 말하는데...”라고 시작할 수도 있고,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라고
시작할 수도 있다. 각자가 처음 시작하는 말을 선택하여 작성해보도록 한
다.
◦ 혼자서 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소집단 상황에서 작성한 편지를 읽고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에게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애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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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8> 애도를 돕는 구체적인 방법 I : “인생 그래프”에서 애도 다루기 실
습
<실습 과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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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목표
준비물

내용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주요 성취와 상실을 돌아보고 그와 관
련된 감정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경험하여 힘을 얻는다.
상실을 어떻게 애도했는지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인지도 헤아려본다.
상실이 자신의 인생에 끼친 영향, 자신에게 갖는 의미 등을 되
새김해본다.
입양아동의 상실 역시 잘 다뤄질 수 있다면 이들에게 새로운 성
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에 대해 기대하게 한다.
“인생그래프” 용지

자신의 인생을 조망하면서 주요사건을 떠올린다. 이때 성취와
상실 경험에 비추어 떠올린다.
“인생 그래프”용지에 주요 사건을 기재하되 (+), (-) 방향과 나
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치로 이를 표현한다.
진행과정 상실이 자신에게 끼친 영향과 의미를 살펴보고 기재한다.
상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 있다면 이를 나눈다.
수강 인원이 많다면 조를 나누어서, 인원이 많지 않다면 전체적
으로 자신의 회상 내용에 대해 나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상실 경험이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될 필요는 없다. 관계
의 단절, 질병, 신체적 인지적 약화 등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볼 수
있다.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눌 수 있도록 진지한 분
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유의사항 사람들이 각자의 크고 작은 상실을 잘 극복하고 한층 성장했다
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입양아동 역시
이들의 생애초기에 겪은 상실로 인해 매우 힘들겠지만 주변의 도
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고취시켜야 한다.
입양아동의 애도과정에 입양부모가 준비되어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동기 부여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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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그래프”
점

세
① 내가 겪은 주요 성취/상실은 무엇인가요?

② 상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③ 상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④ 상실을 겪고 난 지금의 나는 상실을 겪기 전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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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9> 애도를 돕는 구체적인 방법 Ⅱ : “처음 써 보는 편지” 실습
<실습 과정 및 지침>

분류

내용
자신의 상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을 떠올려 편지를 써봄으로
써 심리적 정화와 해소를 경험한다.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그 대상을 향한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
목표 엇이었는지를
자각할 수 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표현하고 나누며 다른 사람의 피드백
을 들음으로 인해 미해결 과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준비물 “처음 써보는 편지” 용지
자신의 상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을 떠올려본다.
그 대상을 떠올리며 그에게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말, 충분
히 전달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그 마음을 담아 대상에게 편지를 작성한다. “이제야 당신에게 말
진행과정 합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고, 달리 시작하고
싶은 문구가 있다면 활용해도 된다.
수강 인원이 많다면 조를 나누어서, 인원이 많지 않다면 전체적
으로 자신의 회상 내용에 대해 나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상실 경험이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될 필요는 없다. 자신
에게 상실감을 안긴 사람이라면 실제로 살아있고 현재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편지의 상대가 될 수 있다.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눌 수 있도록 진지한 분
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유의사항 자신에게 상실감을 주었던 사람을 향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
고 있었는지 진짜 욕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질문이나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상실을 얘기하는 과정이고 수강생들이 몰입하면 눈물을 흘리거
나 강한감정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당황하거나 서둘
러 마무리하려하지 말고 그 시간 함께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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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써보는 편지
“이제야 당신에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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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회기 1주제 : 가족 관계 증진 시켜 나가기
<7회기 1주제 프로그램 개요>
목표

① 가족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② 아동의 성장에 따른 입양부모 및 가족의 역할을 이해한다.
③ 다양한 가족관계 증진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단계

1부

2부

소요
시간

내용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가족의 의미와 기능>
① 가족의 의미와 기능
② 가계도와 생태도
<아동의 성장에 따른 입양부모
및 가족의 역할>
입양결정부터 입양가정의 후반기까지
<가족 관계 증진방법>
① 입양 부모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② 상호 지지적 부부 관계의 형성
③ 기존 자녀와 안정적인 부모자녀관계 유지
④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하기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30분

진행
방법

강의

40분

50분

강의

강의
실습

준비물

교재

교재
활동지

교재
활동지

① 입양아동을 포함한 가계도 즉, 생태도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
기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
Tip

② 입양아동의 성장에 따라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③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입양아동이 가족 내에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의 강화와 다른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유지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해야한다.

기대
효과

① 입양 후 새롭게 형성된 입양가족의 의미와 기능을 알 수 있다.
② 입양아동의 성장에 따른 입양부모의 역할과 입양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방법 및 사회적지지 체계구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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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 1주제 교재: 가족 관계 증진 시켜 나가기>

1. 가족의 의미와 기능
1) 가족의 의미와 기능
가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의 유지
와 존속기능을 하는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가족은 결혼, 혈연, 입양에 의해 형
성되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회집단이다. 가족성원들은
대부분 동거, 동고, 동락하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가족은 어떠한 사회집단
보다도 구성원간의 유대관계가 친밀하다. 가족은 법적우대, 경제적 협조 등으
로 통합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대부분 일생동안 영구히 계속되는 관
계이다.
가족은 자녀에게 인격형성과 사회화 교육을 시켜주는 훈련장이며, 사회와의
교량역할을 해주는 사회집단이기도 하다(이철수, 2013).

2) 가계도와 생태도
가계도와 생태도를 통해 예비입양가족의 구조적·기능적 특성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가계도는 적어도 3세대 이상에 걸친 가족관계를
묘사한 도표이며, 가족에 관한 정보가 도식화되어 있어 복잡한 가족유형의 형
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가족성원 각 개인과 가족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유형이나 사건을 볼 수 있다. 가계도는 가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선으로 연
결된 여러 기호를 사용한다. 선이 수평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는 결혼을 가리키
며, 수직으로 이어진 관계는 부모자식 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서 수평으로 이어
진 결혼 관계의 경우 별거, 이혼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선을 사
용하기도 한다. 남성은 사각형, 여성은 원으로 표시하고 삼각형은 임신한 여성
뱃속의 태아를 가리킨다. 만일 사망한 경우에는 × 표시를 하며 태아가 유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쌍둥이는 한 점에서 뻗은 두 개의 선으로 표시되고,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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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파선, 위탁아동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여기에는 생년월일이나 사망일이
함께 표기되며 보통 이름이 기호 아래 표시된다. 기호 안에는 그 사람의 현재
나이를 넣거나 유전병을 기호화해서 표시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생태도는 가족과 가족의 생활공간 안에 있는 사람 및 기관 간의 연
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생태도를 통해 환경에서 가족으로 자원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표시됨으로써 내담자에게 유용한 자원이 무엇인
지,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과 환경 간의 경계가 어떠한
지 등 가족 내 역동과 가족 외 역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태도
에서 선은 친밀도, 갈등관계 등을 다양한 모양을 통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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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
언트

가계도
지방 거주

서울 거주

클라이언트
평가

클라이언트는 딸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를 싫어했다. 괜찮다면 딸에 대한 가계도 언급을
피해달라고 했다. 가계도를 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딸 가족을
빼달라고 대답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전혀 딸과 자신과 연관될 일이 없다는 것
이었다. 가계도에 자신만 언급해 달라고 했다. 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답했다. 클라이언트가 가계도를 보며, 앞으로도 계속 딸과 연락되기를 원
한다고 말했다.

○○

방문친구
지방 딸

복지관

생태도

병원

클라이
언트

－약국
본
복지관

친구전화

○○교회

가장 가까이 그리고 자주 관계하는 사람들만 그렸다고 했다. 클라이언트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에 대해선 친하다고 대답하고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은 그저 그런 사이라고만 대답하였

클라이언트
다.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최근 관계되는 사람들이 더 친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고
평가
하자 클라이언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클라이언트는 관계 지속을 위한 한 방법으로
방문친구를 위한 간식을 항상 마련한다고 한다.

<그림 Ⅱ-2> 가계도와 생태도 사례13)

13) 최영대(2014).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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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성장에 따른 입양부모 및 가족의 역할14)
1) 입양결정
예비입양부모는 친생자녀가 있어도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입양을 선택
하거나 난임으로 인해 입양을 선택하기 하기도 한다. 난임으로 인해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난임으로 인해 생겼을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
다. 난임으로 인해 친생자녀를 낳아 기르는 만족감의 결여, 임신 경험의 부재,
성욕 및 성생활 만족감 저하, 자존감의 저하, 생물학적 가족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상실감 등이 있을 수 있다. 난임 상태를 수용하고 입양을 결정하게 되면
임신과 성생활의 분리로 인한 만족감 증가, 부모역할과 양육경험에 대한 기대
와 우려, 심리학적 가족관계 계승에 대한 기대도 갖게 된다.
2) 입양과정
입양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긍정적 반응을 겪게 된다. 입양을 신청하게 되면
입양기관으로부터 좋은 예비입양부모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최종적
으로 입양이 결정되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용기를 얻게 된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바래왔던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상실에 대해 애도하게 된다.
3) 입양가정의 탄생
(1) 입양부모가 겪게 되는 감정
입양부모들은 여러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입양이 결정되기까지 겪
은 수고와 노력에 대한 기쁨,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행복감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또 한편으로는 입양절차로 인해 에너지와 감정 소모를 겪고
늘 바라왔던 이상적인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친생부모의 존재
14) Rosenberg, E. B.(1992). 입양의 생애 주기. 이윤로·이미선 역(2007). 서울: 신정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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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우울한 감정, 유자녀 입양의 경우 친생자녀에 대한 걱정, 확대가족의
입양아 수용과 친밀감 형성에 대한 걱정과 기대 등을 갖게 될 수 있다.
(2) 입양가족의 적응
입양아의 기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입양아의 기질과 입양부모의 기질 및
양육에 있어서의 조화의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 입양부모의 노력에 따라 안정
적인 애착의 획득이 가능하다. 신생아라도 초기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영유
아는 입양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일부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
고 잘 적응할 수 있다. 이상적인 자녀상에 입양아를 맞추려하거나 비교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 친척, 친구 등 주변인이 갖게 되
는 입양아에 대한 편견과 접하게 된다.
4) 학령전기 아동과 입양가정
(1) 입양공개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입양가족의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입양아’로서의 낙인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개 대
상과의 관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입양아
가능한 한 어린나이에 입양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입양부모로부터 입양
사실을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7~8세가 되어야 입양부모와 친생부모 간
차이를 인지하기 시작한다. 가족이 평온할 때 입양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
으며, 불행한 시기를 피하고 벌의 형태로 입양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입양아는 입양부모가 자신을 원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안도하면서도, 친
생부모에 대해 슬픔, 연민, 분노 등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 228 -

5) 학령기 아동과 입양가정
입양아가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맞닥뜨리게 된
다. 입양관계와 생물학적 관계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입양부모에 대한 입양
아의 한계 시험(limit testing)이 생길 수 있다(“이렇게 내가 힘들게 해도 나
를 키울 건가요?”라는 심정에서 반항하고 어긋나면서 부모의 한계를 시험해보
는 행동) 이것은 또다시 거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울러 끝까지 자신을 책
임지겠다는 다짐을 받고 싶은 입양아의 마음이 기저에 깔린 행동으로 이해해
야 한다.
6) 청소년과 입양가정
모든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입양청소년
은 생물학적, 심리적 유대감을 평가하고 입양부모의 한계를 시험하며, 친생부
모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하고, 친척,
교사 등 다른 성인에게 과도하게 애착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자
한다.
이 시기에는 성적인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입양부모는 입양청소년이
거절이나 버려짐의 느낌 없이 건강한 독립, 개별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지
해야 한다.
7) 양부모 가족과 청년입양인
입양인이 배우자를 찾고 자신의 혈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아정체감
을 완성하게 된다. 입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입양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입양부
모는 기쁘면서도 슬픔과 상실감이 재연될 수 있다. 애착관계 분리에 대한 두
려움이 생길 수 있다. 입양부모는 사랑을 베푸는 부모의 모델을 입양아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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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양가정의 후반기
입양부모가 입양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시기이지만, 입양부모는 자녀들이
원치 않는다고 여길 수 있고, 자녀는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으므로 도움을 주
지 않을 수 있다. “한 엄마가 다섯 명의 자녀를 돌볼 수 있지만, 다섯 자녀가
한 엄마를 돌볼 수 없다”는 말이 이 시기 입양부모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
어 보인다.

3. 가족 관계 증진 방법
입양가족이 입양 후에 친밀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먼저,
입양부와 입양부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부부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상호 지지적이어야 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입양된 자
녀이외에 다른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와의 부모자녀관계도 잘 형성하여야 한
다. 이에 다음에 입양가족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입양부모의 개인 차원,
부부 차원,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 차원에서 제시한다.

1) 입양부모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1) 현대 사회와 정신건강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빠르며, 요구되는 역할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 기준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가치관이 부재한 시대이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및 기준이 향상되었고,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목표와 기대가 제시된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성들은 개인의 심리적
균형을 위협하고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동일
한 환경에서 유사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해도 이에 대한 적응 능력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다양한 요구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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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들을 줄이고 심리적 탄력성들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정신을 사고나 감정의 작용을 다스리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고 건강을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면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함
께 인간의 정신적 균형이 외부 환경에 적합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정신 건강(Mental Health)이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
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면서 독립적‧ 건설적‧ 자주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해 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신체 증상, 화병, 충동적인 행동
(폭식, 폭력 행동, 감정폭발과 감정기복 등), 중독행동(약물, 쇼핑, 게임, 도박
등), 습관적인 회피 행동과 무기력감, 강박관념, 완벽주의, 실패에 대한 두려
움, 끊이지 않는 인간관계 갈등 등 모두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적신호
가 된다.
입양부모들은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여러 불확실성 외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
하는 큰 변화를 치르게 된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응을 요구하는
생활상의 변화는 모두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
록 입양부모들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입양아동을 적절히 양육하고,
다른 가족들과 융화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삶의 만족도 역시 증가할 수
있게 된다.
(2) 스트레스의 특징
스트레스란 도전적인 새로운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유기체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거나 적응능력을 사용하여 감소시키는 자극
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요구에 대해 신체가 보이는 부가적 또는 불특정한
반응 (Selye, 1974)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stressor), 스트레스에 대한 반
응(reaction), 위협에 대한 인지적인 해석에 해당하는 대처 스타일, 심리적인
방어 기제, 사회적인 환경 등을 모두 일컫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자극 원인과 스트레스 반응의 조합을 통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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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란 일상적인 생활사건으로부터도 올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스트레스란 자기 스스로 부과한 것일 수 있고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크게 나눠보면 주변의 압력, 좌절, 갈등, 변화 중
하나의 속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입양
이라는 가족의 큰 변화는 분명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가족 일원이
가족 체계 안에 들어오는 영구적인 변화는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또 광범위하
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생리적으로 투쟁-도피 반응(Fight-flight response)이
일어나게 된다.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활동을 증
가시키고 주의집중을 도와 긴장 상황에 대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스트
레스가 없는 안정된 상황이 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노어아드레날
린을 분비하여 에너지를 보존하고 최저신체기능 수준을 돕게 된다. 즉 스트레
스에 노출되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 생리적인 균형 상태
를 유지하려 하는데 장기간 스트레스가 유지되면 생리적인 균형이 깨지고 면
역력이 약화되어 심장병, 고혈압 등의 정신신체장애가 유발되는 것이다. 정서
적으로는 다양한 감정에 노출되는데 좌절 상황에서 분노가 흔히 발생하고, 갈
등 상황 혹은 좌절이 임박한 상황 그리고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에서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발생하며, 실패, 죽음이나 상실을 경험한 상황에서
는 우울과 슬픔을 겪게 된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을 초래한다. 인지행동적으로는 만성적 피로, 신체적 면역 기능의 저
하, 불면증, 과음, 과식, 대인접촉회피와 대인관계 부적응, 학습능력 및 업무능
력 저하 등의 인지적 기능 저하 등의 반응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자극과 도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개인적 성장을 증진시키
며, 앞으로 겪을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여기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켜 주고, 적절한 긴장감을 동반하여
결과적으로 유쾌한 감정과 행동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distress
가 해로운 스트레스라면, 결혼, 여행, 운동경기 관람 및 응원과 같은 유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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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eustress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것
은 성격이다. 급하고, 성취욕구가 강하고, 통제 욕구가 강하고, 목표지향적, 과
제지향적으로 대표되는 A형 성격(type A)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반면에 낙
관주의, 긍정성 등은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자신감이나 사회적 능
력 및 기술 등의 대처자원이 많으면 스트레스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친숙성, 위협의 급박성과 기간, 자신이
이 상황이나 자극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 스트레스의 예측 가능성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해서
받는 영향은 다르다.
스트레스 감내력(stress toleranc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보고되고 있는
데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강인한 성격(hardiness)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 감내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율신경계 활
동수준 등의 생리적 차이에 따라 그리고 양육이나 성장경험의 차이에 따라 스
트레스 감내력이 달라질 수 있다. 양육상의 문제는 기본적인 신뢰감을 손상시
키고 정서적 성숙을 포함한 정상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외상
경험이나 상처의 경험은 스트레스 감내력의 취약 요인이 될 수 있다.
(3) 입양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통상적으로 포기하거나, 공격행동을 하고, 쾌락을 추구
하며, 자신을 비난하고, 방어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이러한 통상적인 대처는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일시적으로는 피할 수 있게 해 주지만 근본적인 해결
을 도모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건설
적인 대처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직면하고 스트레스와 대처자원에 대해 합리
적으로 평가하며 파괴적 결과를 양산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며 파괴
적 습관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학습해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적
인 대처는 평가중심, 문제중심, 정서중심의 대처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건설적인 대처 중 평가 중심적 대처란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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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식을 인식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유용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말한
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면 찾기, 부정적인 자기 말(self-talk) 찾아 바꾸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신, 타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지 삼
제(cognitive triad)를 찾아 바꾸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 인지적 왜곡을 수정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당위적 사고(must, should 적인 사고), 단정적 사
고(결코, 절대로, ~임에 틀림없다), 파국적(catastrophic) 사고 등을 찾아 교
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가져오고 정서적 환기
를 경험하게 하는 유머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재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비합리적 가정과 합리적 대안의 예>
비합리적 가정

합리적 가정

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칭찬해야 한다.

① 내 자신의 자기존중감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좋다.

② 나는 경쟁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
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루
어야만 한다.

②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한계와 실수
를 할 수 있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게 별 문제 될 게 없다.

③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이다.

③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변화시
키거나 바꾸도록 노력할 수 있다. 혹
은 때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조건을
일시적으로 받아드릴 수도 있다.

④ 내가 느끼는 슬픔이나 근심을 어떻
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④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다. 불행은 내가 어떻게 사물을 보는
가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건설적인 대처 중 문제 중심적 대처란 문제 자체를 경감하거나 제거하려 노
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체계적 문제해결의 사용, 문제의 명료화, 행동의 대안
적 과정 산출, 대안의 평가와 행동과정의 선택, 융통성 갖고 행하기,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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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리 등이 속한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뒤바
뀐 우선순위, 남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일
을 맡기지 못하는 특성, 뭐든 모아놓고 버리지 못하고 불완전한 것을 받아들
이지 못하는 것 등이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려면 시간 사용의 내역을
점검해야하고 목표를 명료화해야하며, 일정표를 사용해 활동을 계획하고, 자신
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보호해두어야 한다. 즉시, 한 번에 한 과제식, 비
슷하면 함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시간관리>
분류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II 자기 계발

중요함

I 마감시간 걸린 일

진로, 취업준비

긴급한 문제해결

인간관계

(위기관리형, 문제 해결형)

건강관리
(효과적인 자기관리형)
IV 오락

중요하지 않음

III 갑작스런 전화

쇼핑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휩쓸림

인터넷

(단기 성과 위주형)

메일확인
(목표 부재형)

건설적인 대처 중 정서중심적 대처란 정서적 자극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즉, 억압된 정서를 발산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명상, 이
완, 신체적 운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스트레스의 성격에 따라 효과적인 대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스
트레스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건설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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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0> 스트레스 취약성 검사: ‘나는 스트레스에 얼마나 취약한가?’
<실습 과정 및 지침>

분류

내용

목표

스트레스 취약성 검사를 실시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준비가 어
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해본다.
양호한 부분과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균형을 맞추
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 이것이 입양아동을 양육할 때
에 효능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준비물

“스트레스 취약성” 검사지

진행과정

준비된 검사에 솔직하게 성실하게 응답한다.
검사지를 영역별로 채점한다. 자기 것을 해도 좋고 둘씩 짝지
어서 해주어도 된다.
채점 한 후 각 영역의 총점을 계산해서 해석한다.
스트레스 영역 중 준비가 양호한 부분과 불량한 부분을 확인
한다.
불량한 영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그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탐색해 본다.
각자의 검사결과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불량영역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보완 방법을 나눈다.

유의사항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도를 살펴 스트레스에 취약한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나 취약하게 평가된 영역에 대해 대책을 찾는 것이 필요
하므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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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들에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에 “매우 그렇다”고 생각되면 3점, “가끔
그렇다”의 경우에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주십시오.

No

문 항

1

적절한 음식을 적당량 먹는다.

2

점심 때 술을 마시지 않는다.

3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4

친구나 친척 모임, 정기적 계모임을 갖는다.

5

나의 성생활에 만족한다.

6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취미생활이나 규칙적으로 즐기는 흥미
거리가 있다.

7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거나 취미생활을 한다.

8

규칙적으로 기도하거나 명상을 한다.

9

하루에 커피, 차 또는 콜라를 5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10

술 마시기보다 음료수를 더 좋아한다.

11

일상생활 가운데 적당한 신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을 한다.

12

규칙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애정을 주고 받는다.

13

규칙적으로 성적 만족감을 느낀다.

14

매일 휴식시간을 갖는다.

15

할 수 있는 일(현실적인 일)만 하며 과도하게 일하지 않는다.

16

나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한다.

17

나의 신장에 맞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18

나 혼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19

엘리베이터나 승강기를 이용하기보다는 계단을 걸어 올라간
다.

20

부정적 감정을 쌓아두기보다는 잘 표현한다.

21

성적으로 무기력하거나 냉담하지 않다.

22

적어도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7～8시간 잠을 잔다.

23

결코 일(사업)이 나의 생활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는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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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나 자신을 믿는다.

No

문 항

25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는다.

26

퇴근 후 집에서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

27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28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 그들과 은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
다.

29

애정있는 성관계를 갖는다.

30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재미있는 일을 한다.

31

나 자신의 개인적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한다.

32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33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군것질은 하지 않는다.

34

적당하게 술을 마시거나, 전혀 마시지 않는다.

35

매주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한다.

36

직장에서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동료가 있다.

37

이성과 안정된 정서관계를 유지하길 좋아한다.

38

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다.

39

야간에는 일하지 않는다.

40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 대해 깊은 소속감을 갖는다.

41

규칙적으로 생수나 광천수를 마신다.

42

하루 5개피 이하의 담배를 피우거나 아예 피우지 않는다.

43

매일 산책하거나 길을 걷는다.

44

친구로부터 도움을 구하거나 필요하면 전문적 충고를 받는다.

45

거의 성적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

46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47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나에게는 똑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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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8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다.

▣ 채점
A

건강식

1, 9, 17, 25, 33, 41 합산

점

B

금연, 금주

2, 10, 18, 26, 34, 42 합산

점

C

운동 프로그램

3, 11, 19, 27, 35, 43 합산

점

D

정서적 안녕감

4, 12, 20, 28, 36, 44 합산

점

E

성생활의 충족도

5, 13, 21, 29, 37, 45 합산

점

F

이완과 오락

6, 14, 22, 30, 38, 46 합산

점

G

가정과 직장의 균형

7, 15, 23, 31, 39, 47 합산

점

H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

8, 16, 24, 32, 40, 48 합산

점

◦ 점수의 의미
· 각 하위요인 당 최대 점수는 18점, 최소 점수는 0점이다.
· 각 요인에서 15점 이상을 얻었다면 스트레스를 잘 이기고 있다는 증거이
다.
· 9점 미만일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 8개의 취약성 요인에 대해 당신이 얻은 점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

하
고 확인하세요.

요인

양호

평균

불량

(12점 이상)

(9-11점)

(8점 이하)

건강식
금연, 금주
운동 프로그램
정서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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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의 충족도
이완과 오락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

2) 상호 지지적 부부 관계의 형성
입양아동과의 갈등은 입양부모 중 엄마와의 관계에서 더 자주, 심각하게 경
험되며 엄마가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죄책감에도 더 많이 노출된다. 그리
고 이러한 감정의 밑바닥을 남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숨기기도 한
다.
또한 입양아동은 교묘히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는데 이들의 심리가 내적
으로 분열(splitting)되어 있고 대상에 대해 통합되고 일관된 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관계들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입양부
모는 각자 자신이 대면하게 되는 입양아동의 행동이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
에 배우자의 고충이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입양아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상대 배우자를 평가할 지도 모른다. 입양아동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상대 배우자가 입양아동에 대해 호소하는 어려움에
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자신의 경험과 다르다면 어디에서 그 차이가
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입양아동이 자신과 배우자를 대할 때 각기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고통이 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부부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입양아동의 행동에 대해 개입이
필요하고, 고통 받았을 배우자에게 사과와 정서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
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찾아 일정 시간을 같
이 보내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 증진과 정서적 재충전에 매우 도움이 된다. 함
께 영화를 보거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같이 할 수도 있으며, 춤을
배울 수도 있다. 사진이나 그림 전시회를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맛집을 찾아다
닐 수도 있다. 양육과 일상을 떠나 둘만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교감하는 것,
배우자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 둘이 같은 목표를 향해 성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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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감사하는 것 모두 필요하다. 사랑으로 뭉쳐진 부부가 있었기에 입양
가족도 가능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물리적 도움도 주어야 한다.
정서적인 휴식을 주는 것과 동시에 물리적으로도 지원해주어서 아내가 집 밖
에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충전되어 양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3) 기존 자녀와 안정적인 부모자녀관계 유지
입양아동 외에 다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입양아동으로 인해, 특히나 학
대 등의 경험으로 인해 입양아동이 여러 장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더
더욱, 다른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것을 이해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하
는데 하나는 입양아동이 다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잘 감
찰(monitoring)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자녀들이 입양자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자녀들도 입양아동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시도가 별 효력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서 마음속엔 실망감과 화나는 감정
이 차올랐을 것이다. 입양아동을 향해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자기 자신이 마
음에 들지 않고 동시에 자신이 부모가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
어서 친생자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까?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 감정에는 죄가 없으며, 사랑
해야한다고 여겼던 누군가가 정말 싫거나 미울 수도 있다는 것을 다른 자녀들
에게도 알려줘야 한다. 입양아동의 감정을 알아주고, 입양부모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자녀의 감정도 수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다. 다른 자녀가 겪는 감정의 골이 깊어 입양부모가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수
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입양아동 외의 다른 자녀도 전문 상담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양아동 외에 다른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도 정기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연령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함께 놀이를 하거나 대화하는 시간
을 갖는 등 단독으로 개별 아동을 만날 필요가 있다. 입양아동 외에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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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도 부모를 일시적으로라도 독점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들도 자신이 부모
에게 2인자가 아니라 똑같이 귀한 존재들이며 사랑받고 있고 부모의 마음속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확신시켜줄 시간이 있어야 한다.
입양을 통해 형제를 얻게 된다는 것은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이
런 과정을 통해 관대함과 긍휼을 배우고 가치관과 성격 및 태도가 다른 사람
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자녀들도
입양을 통해 귀한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4)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하기
앞 부분의 생태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입양가족이 입양 후 모든 면에서 건강
한 가족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식적인 자원 또는 비공식적인 자원
들을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감정, 가령 분노, 슬픔, 두려움, 걱
정, 무기력감, 죄책감 등의 강한 감정을 털어놓고 해소하며 위로받고 재충전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지는 정서적 지지라고 할 수 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 되는 정보를 얻는 것으로 정의되는 정보적 지지, 돈이나
물건 등 필요한 물질을 제공받는 지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지지 체계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지
침이 있다. 첫째, 기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
른 사람과 나누면서 자신이 느낀 바를 말해야 한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내준다는 사실은 자신이 배려 받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존
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무엇을 기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해소를 통
한 편안함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막기도 한다. 함께 나눔으
로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다. 누구와 나의 슬픔이나 심리적 고통을
나눌 것인가? 입양부모들은 훌륭한 후보군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입양에
대해 동조하는 친구, 친척, 동료 등도 이러한 지지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이
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청한다. 조언을 구할 때에는 일단 그들이 내놓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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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와 달라도 귀 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마음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주변의 자원을 활용한다. 이전에 지지원으로 고려하지 않았
던 대상도 내가 다가서면 의외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에 따라 각기 다
른 지지원이 될 수 있으니 선입견을 내려놓고 열린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넷째, 여러 의례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족 행
사, 교회나 성당 등의 종교적 행사, 동창 모임, 입양가족들의 행사 등에 참여
하다보면 자신과 지향점이나 고민이 유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들이 지
지원이 될 수 있다.
(4) 7회기 2주제 : 특별한 욕구 있는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훈육 원리
Ⅰ
<7회기 2주제 프로그램 개요>

목표

① 장애아동의 개념, 장애유형, 아동기에 흔히 발생하는 장애 및 장애
아동 입양 시 주의사항과 적절한 훈육 원리를 학습한다.
② 형제자매 입양의 개념을 이해하고 형제자매 입양 후 효과적으로 훈
육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한다.

단계

1부

2부

강사
Tip

소요
시간

내용

진행
방법

준비물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의 입양>
강의
35분
교재
① 장애아동의 개념 및 장애의 유형
실습
② 아동기에 발생되는 장애
③ 장애아동 양육 및 적절한 훈육 원리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아동들>
① 출생순위가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② 형제자매 입양의 영향
교재
③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아동들을 위한 25분
강의
적절한 훈육 원리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①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여, 장애아동
을 양육하는데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
② 형제자매가 같은 가정에 입양되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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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개입 원칙을 알려줘야 한
다.

기대
효과

① 장애를 모르고 입양했을 때 충격을 완화시키고, 아동기에 흔히 보
이는 장애에 맞춰 지식을 갖춤으로써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
다.
② 형제자매가 입양되었을 때 주의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개
입하는 원리를 가르쳐줌으로써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7회기 2주제 교재>
: 특별한 욕구 있는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훈육 원리 Ⅰ

1. 장애가 있는 아동의 입양
1) 장애아동의 개념 및 장애의 유형
장애아동이란 영유아기에 발견되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말한다. 장애아동의
유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3)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장애의 유형>
근거

유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3)

특수교육
대상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5)

장애인의
종류

지체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안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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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2) 아동기에 발생되는 장애1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분류

내용

정의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
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증상
및
진단

① 6개 이상의 '부주의' 증상이 6개월 동안 지속될 때
- 흔히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 흔히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 흔히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흔히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
행하지 못한다.(반항적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님)
- 흔히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 흔히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학업 또는 숙제 등)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싫어하고, 저항한다.
- 흔히 활동하거나 숙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예: 장난감, 학습 과제,
연필, 책 또는 도구)을 잃어버린다.

15) 서울대학교병원(2015). 의학정보
세브란스병원(2015). 건강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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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 흔히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② 6개 '과잉행동-충동' 증상이 6개월 동안 지속될 때
-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꼼지락거
린다.
- 흔히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청소년
또는 성인 경우에는 주관적인 좌불안석으로 제한될 수 있다)
- 흔히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 흔히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자동차(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
럼 행동한다.
- 흔히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
- 충동성 증상
- 흔히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 흔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예: 대화나 게임에 참견
한다).

발생
원인

발생
현황

치료

이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양육방법 보다
는 유전적인 경향과 더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뇌영상 촬영에서 정상인에 비해 활동과 주의집중을 조절하는 부위의
뇌 활성이 떨어지는 소견이 관찰되며, 이 부위의 구조적 차이도 발견되
고 있다.
어머니의 흡연, 음주, 약물, 학령기 이전에 납과 같은 독소에 노출된
겨우, 음식첨가물 등의 환경적 요인은 이 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연관될
수도 있다.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약 3배 정도 더 높고,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국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병률이 6~8%로 나타
났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13%가 조금 넘는데 이런 유병
율은 소아정신과 관련 질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에 속한다.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30%에서 많게는 70%에 이르는 것
으로 밝혀졌다.
ADHD에는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다.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이는
데, 집중력, 기억력, 학습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아이를 도와주실 수 있게 하는 부모 교육, 아
동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기초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놀이치료, 사회성 그룹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아이의 필요에 맞게 병행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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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이드

ADHD 아동들은 충동적이고 산만한 행동 때문에 야단이나 꾸중과 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따라서 주변에서 말 안 듣는 아이나
문제아로 평가되고, 스스로도 자신을 나쁜 아이, 뭐든지 잘 못하는 아
이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더욱 자신감이 없어진
다.
주의집중 결함이나 충동성 때문에 또래 관계가 힘들게 되고 또래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행동 문제를 보일 수도 있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 학교의 선생님이 교육을 통해 치료적인 환경을 조
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분리불안장애>
Separation Anxiety Disorder
분류

내용

정의

분리불안장애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혹은 분리될 것으로 예
상될 때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일상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고 지
속적인 경우를 말한다

증상
및
진단

3개 이상이 4주 이상 지속되어 일상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애착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으로 심한 고통을
보인다(예. 불안, 울음).
- 애착 대상을 잃거나 그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속적으로
심하게 걱정한다(예. 강도, 교통사고).
- 운 나쁜 사고가 생겨 애착 대상과 분리될 거라는 비현실적이고 지속
적인 걱정을 한다(예. 길을 잃음, 납치, 유괴).
- 분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교나 그 외의 장소에 지속적으로 가기
싫어하거나 거부한다.
- 애착 대상 없이 혼자 지내는 데 대해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부한다.
- 애착 대상이 가까이 있지 않은 상황이나 집을 떠나는 상황에서는 잠
자기를 지속적으로 싫어하거나 거부한다.
- 분리의 주제와 연관되는 반복적인 악몽을 꾼다.
- 애착 대상과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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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두통, 복통, 오심, 구토).

발생
원인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 태도, 의존적인 성향의
아이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아이와 떨어
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 장애가 있을 때도 위험도가 높다. 흔한
발병 계기에는 부모의 질병, 동생 출산, 어머니의 직장 출근, 이사, 전
학, 부모 다툼 등이 있다.

발생
현황

아동기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장애로, 학동기 아동
100명당 3-4명 정도는 분리불안장애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에서도
100명 당 1명 정도는 분리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적 흔하다
고 할 수 있다.

치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면담이나 놀이 치료, 가족 치료가 필요
하다. 그밖에 등교, 심부름 보내기, 잠자리 분리를 목표로 한 긍정적
강화 요법, 긴장 이완 요법, 체계적 탈감각법 등의 인지 행동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등교를 거부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
행해야 하며 때로는 정신과적 입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선택적 세로
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 등 여러 약
물이 시도되고 있다.
지속적인 등교 거부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할 때 아이가 심한 저
항을 보이고 때로는 오히려 공생적 관계인 부모 자신이 아이와 분리되
는데 더 큰 저항을 보인다. 헤어지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입원, 면회,
외출, 외박)을 통해 증세가 호전된다.

생활
가이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자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
인 태도를 권장하는 양육 태도를 갖는 등,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
는 게 매우 중요하며, 예기치 못한 주위 사람의 죽음, 아이 혹은 부모
의 입원, 동생 출산, 심한 부부 싸움, 이사, 전학 등의 생활 환경 변화
가 있을 때는 이로 인한 아이의 심리적인 변화 및 적응 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지지가 필요하다.
어떠한 이유이건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며 아이 및 가족 전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반복되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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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ability
분류

내용
발달은 성장에 따른 기능적 발전 과정을 말하는데 대개 일정하고 예
측 가능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발달 장애란 어느 특
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

정의

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
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반적 발달
지연(global developmental delay)은 대운동(gross motor), 미세운동
(fine motor)과 인지, 언어, 사회성과 일상 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
연된 경우로 정의한다.
① 대운동 발달
100일 : 목을 가누지 못한다.
5개월: 뒤집지 못한다.

증상
및
진단

7개월: 혼자 앉지 못한다.
9~10개월: 붙잡고 서질 못한다.
15개월: 걷지 못한다.
만 2세: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지 못한다.
만 3세: 한 발로 잠시도 서 있질 못한다.
만 4세: 한 발 뛰기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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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세 운동 발달
3~4개월: 주먹을 꽉 잡고 펴지 못한다.
4~5개월: 장난감을 움켜쥐지 못한다.
7개월: 물건을 한 손에 쥐지 못한다.
12개월: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건을 잡지 못한다.
18개월: 양말이나 장갑을 혼자 못 벗는다.
24개월: 5개의 블록을 쌓지 못한다.
만 3세: 원을 보고 그리지 못한다.
만 4세: 십자가와 사각형을 보고 그리지 못한다.
③ 언어 발달
언어 발달은 지능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언어 발달에는
개인차가 많아서 정상적으로 늦는 것인지 질환에 의한 것인지 보호자
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8개월이 되어
도 말보다는 몸짓으로 의사 표현을 하거나, 만 2세에도 간단한 두 단
어 문장을 만들지 못하거나 만 3세가 되어도 의사 표시를 위한 문장
을 못할 때에는 언어 발달의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④ 사회심리 발달
3개월: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여 미소를 짓지 않는다.
6~8개월: 유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는다.
12개월: 달래기가 어렵고 비협조적이다.
24개월: 아무 이유 없이 치고, 물고, 소리를 잘 지른다.
만 3~5세: 다른 아이와 어울리지 못한다.

발생
원인

발생
현황

염색체 이상과 미숙아, 주산기 이상 등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과 산
모의 음주, 부모의 약물 중독, 부모와의 격리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
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

1000명당 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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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아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이차적인 합병

및

증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생활가이

높이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드

안과, 소아정신과 등의 협진을 받을 수 있다.

<틱장애>
Tic Disorder
분류

내용
틱은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
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

정의

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운동 틱(근육 틱), 후자를 음성 틱이라
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서 전체 유병기간이
1년을 넘는 것을 뚜렛병(Tourette’s Disorder)이라고 한다.
① 단순 근육 틱 : 눈 깜박거리기, 얼굴 찡그리기, 머리 흔들기, 입 내
밀기, 어깨 들썩이기
② 복합 근육 틱 : 자신을 때리기, 제자리에서 뛰어오르기, 다른 사람

증상
및
진단

이나 물건을 만지기, 물건 던지기, 손 냄새 맡기, 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기, 자신의 성기부위 만지기, 외설적인 행동하기
③ 단순 음성 틱 : 킁킁거리기, 가래뱉는 소리 내기, 기침소리 내기,
빠는 소리 내기, 쉬 소리 내기, 침 뱉는 소리 내기
④ 복합 음성 틱 : 사회적인 상황과 관계없는 단어를 말하기, 욕설 뱉
기, 남의 말을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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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인 요인, 뇌의 구조적·기능적 이상, 뇌의 생화학적 이상, 호르
몬, 출산 과정에서의 뇌 손상이나 세균감염과 관련된 면역반응 이상
발생

등이 틱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학습

원인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틱의 발생과 악화에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주 가벼운 일시적인 틱은 주위의 관심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강화
되어 나타나거나,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
틱은 소아에서는 매우 흔한 질병이다. 전체 아동의 10~20%가 일시적

발생

인 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증상은 7~11세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일

현황

과성 틱은 학령기 아동의 5~15%에서 나타나는데, 만성 틱은 그 중
1%의 아동에게 발생한다.
현재까지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등도 이상의 틱 장애 치료에 약
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과성 틱 장애가 아닌 만
성 틱 장애, 뚜렛병의 경우에는 대개 약물 치료가 시행된다. 약물 치료
기간은 증상의 호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2~18개월 정도 복
용한 뒤에는 양을 줄이기도 한다. 틱은 분명 만성적인 질병이지만 전

치료

체적으로 예후는 좋은 편이다. 음성 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
고 근육 틱 역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개 7~15세 사이에 가장 증세가 심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점차 약해진다. 뚜렛병의 경우 30~40%는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며, 30%는 증상이 있더라도 심하지 않은 정도가 된다.
하지만 나머지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틱 증상은 일부러 혹은 고의로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뇌의
이상에서 비롯되는 병이므로 아이를 나무라거나 비난하기, 놀리기, 지
적하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초기에 가장 효과가 좋은 대책은 증상

생활
가이드

을 무시하고 증상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다.
틱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병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학교 선생님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친구들이
틱 아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돌리게 되면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
우가 많으므로 선생님이 교실 내에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
공해 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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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아동 양육 및 적절한 훈육 원리16)
(1)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부모의 심리적 상태
① 장애를 모르고 입양했을 때의 심리적 상태
입양할 때 건강한 아이로 여겨졌으나 입양 후 경미한 장애나 중증 장애가 발
견될 수도 있고, 일시적인 것이라 여겨졌던 문제가 만성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입양부모들은 충격, 분노, 부정 등의 감정
변화를 겪는다. 건강한 아이를 얻지 못했다는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고 의료진
을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동시에 아이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정확한 것인지, 치료가 가능해 장애를 되돌릴 수 있지 않
을지 노심초사하게 된다. 또 이러한 장애에 원인을 제공했거나 책임을 돌릴
만한 사람이나 이유를 찾고자 한다. 입양아동의 장애가 가족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심에 싸이게 되고 부모역할이나 아이로부터 받으리라 예상했
던 보상에 대해서도 수정하게 된다. 슬픔을 극복하고 기대치를 조정하지 못하
면 입양부모의 스트레스는 커지고 이것이 효과적인 양육을 방해한다.
② 장애를 알고 입양했을 때의 심리적 상태
16)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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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아동을 입양하기로 결정한 예비입양부모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된다. 지역 사회내의 서비스를 조사하고, 다른 자녀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야하며, 중요한 위기(자녀의 사춘기, 부모의 노화로 인해 더 이상 보살
핌이 어려워질 때 등)를 대비해 준비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장
애를 알고 입양을 한 후에도 아동에 대한 보고서가 완벽하지 않거나 입양부모
가 아동의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행착도도 많이 있다.
예후가 좋지 않았던 장애아동이 입양 후 사랑과 관심을 받아 호전되는 경우
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입양부모들은 아동의 장애가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호
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녀의 장애를 모르고 입양한 부
모와 마찬가지로 상실과 슬픔,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장애아동 양육 및 훈육의 원리
① 애착형성하기
초기 애착을 강화하는 채널이 신체적 접촉이나 눈맞춤, 수유 등의 방식을 포
함하고 있어서 이런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아동과 애착
을 형성할 때에는 아동의 개별 상황에 맞춰 창의성이 요구된다.
아동과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를 편히 느껴야하고, 효과
적으로 안는 방법이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야 한다. 아동이 치료를
받을 때 그 시간을 같이 보냄으로써 아동이 입양부모를 의지하게 되는 것은
유대감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
장애아동과 입양부모간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
이 입양부모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입양부모는 자녀와 자기 자신을 위해
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② 장애아동의 매니저가 되기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주변에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
치료사, 상담자, 특수교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각자 자
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해당 영역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장애 아동이
처하데 될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필요에 맞춰 여러 전문가들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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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조율하는 것은 입양부모가 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입양부모는 장애아
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필요없거나 당장 시급하지 않은 서비스를
거절하고 유보할 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의 장애에 대
해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입양부모이기 때문이다. 전문
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고 위
축될 필요도 없다.
③ 장애가 없는 형제와의 관계 다루기
장애를 가진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통해 장애가 없는 다른 형제들은
입양부모를 돕게 되며 이런 행동은 이들을 일찍 철들게 하고 다소간 너그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들은 장애형제와는 달리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 미안
함을 느끼기도 하고, 장애형제의 요구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를 귀찮거나 짜
증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이런 짜증이나 싫증은 다시금 미안함으로 연결되기
도 한다.
입양부모들은 다른 자녀들이 장애형제를 보살피는 방식을 잘 알고 있는지 확
인하고 가르쳐줘야 한다. 장애형제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조차 과보호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
야 한다. 또한 장애형제를 돌보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자신의 생활에 크게
방해를 받을 만큼은 아니어야 하며, 자신의 욕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아동에 밀려 다른 자녀가 부모의 관심이나
지원을 덜 받는다고 지각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로인한 서운함이나 상실감,
화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2.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아동들
1) 출생순위가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애들러(Adler)는 일찍이 출생 순위가 만들어 내는
개인차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비슷한 출생 순위의 아이들은 그들이 가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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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맞게 되는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게 되고 이것이
성격으로 내면화되어 세상과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취해나가는 방식이 된
다고 하였다. 형제이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세계는 다른 것이 될 수 있
으며, 가족 내에서 서로 ‘공유되지 않은 환경’(non-shared environment)을 경
험하는 것이 형제간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Dunn &
Plomin, 1991). 이때 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는 대표적인 공유되지 않은 환
경이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부모이지만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서는 얼마든지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러한 차이가 형제들의 다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폐위된 왕’, ‘영원한 미숙아’로 불리는 첫째 아이의 경우, 태어났을 때 주변
성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둘째가 태어나면서
첫째에게 향하던 관심과 찬사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로 이동하게 된다.
그때의 상실감과 배신감의 충격은 가히 폐위에 해당될 만하다. 또한 첫째 아
이가 생기면서 부모라는 역할을 처음 부여받게 된 양육자에게 첫째 아이의 경
험은 모두 자신에게도 첫 경험이 된다. 아이도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부모로
서도 처음해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고 그러니
첫째는 심리적으로는 ‘영원한 미숙아’일 수 있다. 둘째 아이는 다르다. 나면서
부터 이전에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왔던 경
쟁자 첫째가 있다. 둘째들은 한 번도 부모를 오롯이 차지해본 적이 없다. 세상
에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막강한, 극복해야 할 대상을 만난 셈이다. 그렇기 때
문에 둘째들은 어떻게 하면 첫째가 점유하고 있던 영역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하며 그렇게 첫째를 극복하는 것은 인생의 주요한 주제
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둘째는 첫째의 시행착오를 관찰함으로써 적응에
성공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차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형제자
매들은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많지만 심리적으로
는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 형제자매 입양의 영향
(1) 형제자매 입양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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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입양은 친형제·자매나 남매가 같은 가정에 입양되는 것을 의미한
다. 입양 가정에 이미 친생 자녀 혹은 입양아동이 있는 경우는 유자녀 입양으
로 형제자매 입양과는 구분된다. 한 가정에 동시에 혹은 시차를 두고 친생형
제가 입양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입양 사례와
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2) 형제자매 입양의 긍정적 측면
입양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될 때 형제자매들은 서로에게 강력한
지지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게 될 환경 앞에서
익숙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부
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과 역사가 있고 그런 작업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익숙함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입양가족과의 소
통을 도와줄 수도 있다.
(3) 형제자매 입양의 부정적 측면
먼저 가족 내에서 누군가 의지하고 맘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러한 유대가 입양부모와 다른 형제
들에게로 확대되지 않고 함께 입양된 형제자매관계로만 국한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가족 내에서 형제자매 관계라는 하위체계 중 일부가 아주 강
하게 결속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함께 입양된 형제자매들끼리만 비밀이 공
유되고 그들 사이에서만 슬픔이나 상실감이 나눠질 때 다른 가족들은 소외감
을 갖게 되고 입양아동들 역시 가족 내에서 소속감을 얻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입양가정 사례 중에서 친생부모가 다른 남아를 순차적으로
입양한 후에 세 자매를 동시에 입양한 가정이 있었는데, 세 자매가 먼저 입양
된 형제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결국 파양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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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는 파양의 원인으로 세 자매를 포함하여 자녀가 다섯 명으로 늘어나면서
육아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과 세 자매가 서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기존의
형제들과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 형제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쟁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함께
입양된 형제자매들이 입양가족 내에서 승인과 인정에 대해 과도하게 경쟁할
수 있고 때로는 서로가 혹은 한쪽이 우세하게 입양가족과 입양아동간 분열
(splitting)을 조장할 위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입양가족 내 경쟁과 성취가 암
묵적으로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더 고조될 수 있다.
셋째, 함께 입양된 형제자매들 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이 합치되지 않
을 때 적응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한편은 입양가족에게 개방하고 유대를 형
성하려고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 갈등하게 되고 심
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보다 어리거나 심약하거나 의존적인 형제는 보
다 강력한 형제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 있으며, 자신의 욕구와 반하게 상황
이 전개될 시 이들은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에 덧붙여 형제의 압력을 견디고
다루는 것도 감당해야 한다.
넷째, 형제자매 입양 시에 첫째가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나이어린 동생들
에 대한 책임감과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첫째의 책임감과 심
리적 부담감은 형제자매가 입양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지만, 부적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도 입양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은 첫째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제자매
가 입양되는 경우 첫째는 나이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입양 전 친생가족에서
경험한 가족문화와 규칙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생들을 보호하고
돌보려고 할 수 있는데, 가족마다 가족문화와 규칙이 다양하므로 입양부모와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아동들을 위한 적절한 훈육 원리
① 형제간 차이의 인정

- 258 -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를 다루는 것처럼 함께 입양된 형제자매들도 다뤄야 한
다. 이들은 대하는 대원칙은 이들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이
다. 개별적인 특징을 파악하고자 애써야하고 특히 각자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
하려 공들여야 한다. 입양부모의 가치 체계 속에서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특징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귀한 자원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입양 형제자매들
의 특징을 바라보아야 한다.
② 입양 형제자매간 유대의 인정
함께 입양된 형제자매들 간의 유대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들은 모진 세파를 함께 겪었으며 또다시 새로운 과
업을 마주하고 있다. 서로를 알아왔던 시간들이 있는 각자가 있다는 것, 기억
할 수 있는 과거가 있고, 그것을 발판삼아 미래를 기약하고자 할 때 격려할
수 있는 익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③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하기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을 더 큰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하려는 시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자신들 외에 입양부모들, 다른 형제들에게도 마음을 열
어야 하고 고통을 날 수 있어야 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가족
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나가야 한다. 다른 가족들도 자
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것이 결국엔 해피엔딩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가족들의 식사, 캠핑이나 휴가 계획을 함께 짜
고 이렇게 즐거운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가족이
슬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슬픔을 나누도록 적극
적으로 초대되어야 한다.
④ 형제자매간 문제 발생 시 따로 또 같이 만나기
입양된 형제자매들간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따로 또 같이 만나는 시간
을 가져야 한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서로간의 오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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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풀도록 하되 사건의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더 큰 원인을 파악하도록
애써야 한다. 이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가족내 다른 구성원(입양부모를 포함)
의 역할이나 가족 규범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만약, 이러한 원인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면서 입양부모의 힘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상담자를 찾아야 한다.

(5) 8회기 1주제 : 특별한 욕구 있는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훈육 원리
Ⅱ
<8회기 1주제 프로그램 개요>
① 학대받은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양육의 원리와 개입방
목표

법을 익힌다.
②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입양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양육의 원리와 개입방법을 익힌다.

단계

내용

소요

진행

시간

방법

50분

강의

준비물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학대받은 아동의 입양>
① 아동학대의 이해
1부

② 학대받은 아동의 특성

교재

③ 학대받은 아동의 양육을 위한 부모의 준
비와 역할
④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적절한 훈육 원리
<심각한 행동문제가 있는 입양아동>
2부

① 입양아동이 보일 수 있는 심각한 문제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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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분

강의

교재

실습

활동지

②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입양아동을 위
한 적절한 훈육 원리
③ 입양부모의 분노감정 다루기 실습
<마무리>
느낌과 소감 나누기
강사
Tip

① 학대받은 아동이 조장할 수 있는 학대유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지 강조한다.
② 각 개입원리의 핵심 아이디어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①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원리를 통합하여, 필요할 때 적용할

기대

수 있도록 한다.

효과

② 자신에게 분노 감정이 발생시키는 자극에 대해 이해하여 감정 조절
에 대한 효능감을 갖도록 한다.

<8회기 1주제 교재>
: 특별한 욕구 있는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훈육 원리 Ⅱ

1. 학대받은 아동의 입양
1) 아동학대의 이해17)
(1) 아동학대의 개념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
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17) 도미향 외(2014). 아동복지론. 서울: 신정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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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인 학대행위는 멍, 화
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
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
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총․
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전기충격, 물에 빠뜨리는 행위, 뾰족한 도
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할퀴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을 포함한다.
◦ 정서적 학대 :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
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
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행위는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
거벗겨 내쫓는 행위,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형
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
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

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에 지속적으로 아
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 성학대 :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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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 외부의 성학대
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
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
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성적 학대의 구체적인
행위는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
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성기삽입, 성
적 접촉(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
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이다.
◦ 방임 :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
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

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방임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
저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
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이다. 두
번째로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
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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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하며,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3) 아동학대의 원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에서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정 및 사회 요인으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가정적·사회적 요
인은 가족관계 및 구조의 문제,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이 포함되며, 이 요인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아동요인이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아래에 제시한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
감을 가중시키고 부모들이 쉽게 지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형
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
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
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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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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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성

아동요인

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운동 및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동
사회적 반응의 결핍, 고집스러운 울음과 외모
수유의 어려움
분리불안의 결함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겁이 많음
적대적 행위, 충동적 특성, 폭력적 행동, 고집이 셈
대인관계에 둔감하고 매력이 없음, 운동조절 결함

부모요인

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의 위기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중 30~60%는 아동기
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음)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감성, 의기소침
부모의 분노, 좌절 혹은 성적 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원치 않는 아동
부모의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가족관계의 문제
가족구조의 문제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
가정 및 사회 요인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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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의 현황
먼저 2013년 아동학대 사례는 10,857 건이며,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
43%, 방임 26%, 정서적 학대 16%, 신체적 학대 11%, 성학대 4%로 나타났
다.
두 번째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매년 사망아동이 발생

하였으며, 2001년에는 7명, 2005년 16명, 2010년 1명, 2012년 5명 등 매년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가족형태는 친부
모가족 30~40%, 친부모가족 외 형태 50% 내외이다. 가정위탁의 경우 0.1%
에서 0.6%이었으며, 입양가정은 0.2%에서 0.6%로 나타났고, 시설보호의 경
우는 가정위탁과 입양가정에 비해 많았으며 0.4%에서 4.6%의 분포를 나타냈
다.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족형태는 부자가정으로 평균 27.6%로 집
계되었고, 모자가정은 약 14.5%이며, 재혼가정의 경우 6.7%에서 11.3%의 수
준이었으며, 친인척에 의해 보호되었던 아동은 4.4%에서 8.9%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전체 피해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아동은 30% 내외
이고, 비수급권자 대상은 70% 내외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학대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1.5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행위자는 친부 50% 내외 , 친모 30% 내외로
친부모가 가장 많았고, 친인척과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각각 5%
내외로 나타났다.
2) 학대받은 아동의 특성18)
학대로 인해서 가벼운, 일시적,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뇌손상 등의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정서적, 심리적 후유증을 갖는다.
(1) 심리내적 특성
18) 염숙경(2009). 아동의 증상과 특성별 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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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아기능의 손상
지적 인지기능의 결함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심한 발달지연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것과 관련하여 과잉행동과
충동적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집이나
학교에서 공격적이며 파괴적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또래나 형제관계에서
남을 괴롭히고 싸우며 공격행동이 많고 어린 아동에게서는 안절부절 못하거
나, 과잉행동이 많이 보이고 좀 더 나이 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② 방어기제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인간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갈등을 만나 불안
이 유발되면 이를 다루기 위해 자아가 어떤 기제를 발동하게 되다고 하며 이
를 방어기제라고 불렀다. 방어기제는 유기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동되는 것
이며 결과적으로 다소간 현실을 왜곡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솝 우화에서
여우가 높이 달린 포도를 결국 따먹지 못해 그 포도를 ‘신포도’라고 평가절하
했던 것(합리화)이나, ‘한강에서 뺨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한다’(전치, 대치)는
속담에는 생활 속에 깃들어 있는 방어기제가 잘 드러난다. 학대당한 입양아동
은 이러한 방어기제 중에서도 그 기제가 복잡하지 않고 미숙한 수준에 있는
원시적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정, 투사, 분열과 같은 것
들인데 입양아동들이 이러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자신의
심리 속에 만들어왔던 내재화된 부모상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부인(denial)
명백히 일어난 일이나 사건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일이 일어났
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정사실화했을 때 받을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예
발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입양아동으로서는 자신이 친생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았거나 그로인해 친생부모와 헤어져야했던 것, 입양가정으로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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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른 보호시설에서 또 다시 학대에 노출되었거나 그들과 헤어져야했던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 투사(projection)
개인이 자신의 원하지 않는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입
양아동이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한 감각을 갖고 불쾌감이나 이질감을 외부 세계
나 내적인 대상에게 옮겨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려고 할 때 생긴다. ‘영사기’
를 통해 이런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필름, 조명, 렌즈 등 핵심요소는 모
두 영사기 안에 있지만 최종 산물로서 영상은 외부 스크린에 투영되고 우리는
이것을 감상하게 된다. 심리적 생활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
는 공격적인 충동, 경쟁, 배려와 보삼핌에 대한 소망 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 일찍이 프로이드가 남근기 남아들의 거세불안을 거론했을 때 그 거
세불안에 깃들어 있는 방어기제 역시 자신이 혼자서 엄마를 차지하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이 불안을 일
으켜 즉 아빠에게 투사되어 자신의 남성성을 제거하려한다고 환상을 갖게 된
다는 점에서 투사이다.
◦ 분열(splitting)
컨버그(Kernberg, 1980)라는 대상관계이론가는 분열을 ‘자기와 의미있는 대
상에 대한 상충되는 경험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
해 일관적인 상을 유지하기 어렵고, 입양부모를 비롯한 다른 대상에 대한 표
상이 통합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어서, 전적으로 좋은(good) 부분과 전적으
로 나쁜(bad)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때 좋다와 나쁘다의 구분은 순
간순간 자신의 욕구 충족여부에 달려있다. 이러한 분열 기제가 활발히 보이는
것은 재접근기(16~24개월)인데 이때 영아에게 좋은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상
황에서 불쾌한 경험이 수반되고 이것이 통합되는 경험을 잘 하게 되면 대상항
상성의 획득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나, 유쾌하고 따뜻한 경험이 관계 속에서 충
족되지 못할 때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은 통합되지 못하고 양가감정에 휩싸이
게 된다. 학대받은 입양아동의 경우 관계 속에서 경험한 좋은 경험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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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불쾌한 경험과 좋은 경험이 통합되지 않았을 가능성
도 많기 때문에 입양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혹은 자신이 지각에 따라 입양부모
가 어느 때는 전적으로 좋은 부모였다가 일순간 전적으로 나쁜 부모로 인식될
수 있다.
③ 자아상의 손상
학대에 노출되었던 아동은 기가 죽어 있으며 비애감에 젖고 스스로에 대해
모멸감과 무가치감을 느끼는 것이 뿌리깊게 배어 있다. 아동 스스로 납득할
수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처벌받고 매맞고 위협받
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의 잘못 때문
에 학대받았던 것으로 여기게 되어 결국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
다.
(2) 관계적 특성
① 거리두기와 집착
생의 초기에서부터 폭력과 거부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기본적인 결함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신뢰감의 결여는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초기에는 무관심하고 거리를 두려하다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지나
치게 그 대상에게 집착하면서 그 대상을 이상화하려한다. 이때 입양부모는 자
신을 학대했던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고 지켜줄, 늘 꿈꿔왔을 ‘좋은 부모’
상과 합치되면서 이들을 지나치게 이상화하여 의존적 만족을 하고자 한다. 또
한 자신을 학대한 대상으로부터 지켜줄 좋은 부모 모습을 이상화하면서 부모
로 합일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대상이든 입양아동이 이상화해놓은 부모상
에 합치되는, 완벽하게 입양아동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은 없기 때문에 문제
가 생긴다.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만큼은 아니라도 입양아동이 무언가 현실에
서 좌절과 한계를 느끼면 그 반응은 분노, 환멸 등으로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입양부모에게 투사하여 입양부모가 자신에게 분
노하여 자신을 처벌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입양아동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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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 안에서 입양부모는 ‘나쁜 부모’로 변하게 된다.
(3) 행동적 특성
① 자학적, 자기파괴적 행동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고 자기나 주변 인물에 대해 일관적인 상을 갖
기도 어려워 상황이 어려워지면 부정적인 인식되고, 충동도 잘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학대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자실시도나 자해행동 등이 나타나기 쉽다.
② 신체 접촉에 예민함
학대받은 입양아동에게도 신체 접촉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나 이들 역시 신체 접촉에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체접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입양아동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하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4) 학교 부적응
학교에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는 학업적
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 영역이다.
집중력이 짧고 정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또는 이로 인해 그동안 학습결손
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어 학업 수행은 저조하기 쉽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관계에서 거리를 두다가 집착하게 되는 양상이나 미숙한 방어기제의 사용, 부
정적 자아개념으로 인한 특징으로 인해 또래나 교사와 관계를 발달시켜 나가
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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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대받은 아동의 양육을 위한 부모의 준비와 역할19)
(1) 학대 방지 준비
① 학대에 이르는 마음의 길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또 학대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들이 좋아서 학대받을 상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조장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갖는 기
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인해 결국 자신의 기대가 옳았다는 결론
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
을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라고 명명했는데, 학대받은 입
양아동은 자신과 다른 대인관계에 대해 피해자-가해자의 기대를 갖고 있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도록 행동하여 학대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다. 또는 지난 번 경험과는 달리 이번 관계에서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겠다
는 생각에 불안과 긴장을 유도하여 지배력을 얻고자 학대를 재현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기제 밑에는 자신을 학대했던 가해자에 대해 상황을 좌지우지할
힘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더 이상 자신이 당하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에 머
물고 싶지 않은 욕구가 깔려있다고 하겠다. 혹은 학대 외의 다른 부모-자녀
관계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대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입양아동의 마음속에 부모는 늘 학대해야하는 존재이므로 결국 학대를 하게
될 때까지 부모를 몰아붙이고 ‘열받게’ 하여 학대가 발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다.
② 학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 위한 입양부모의 심리적 준비
입양아동의 과거 행동 양식을 파악하여 입양부모가 이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자신이 이전에 아동을 비롯해 누구를 학대한 적도 없고
입양부모 자격을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학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19)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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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입양부모들은 자신의 정서적 한계 특히 분노를 수용하는 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대받은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의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찾아내 시비를 걸어올 것이다. 누구라도 그런 부분을 건들려지면 넘어
지기 쉽기 때문에 입양부모는 사전에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 알고, 자
신에게 분노로 가장한 수치심이나 슬픔이 건드려지는 상황이 어떤 것이지 알
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의 긴장을 피해가는 방법을 미리 익혀둘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입양부모들은 입양에 대한 경험이 많은 상담자에게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양부모들은 불복종과 규칙 파괴에 대한 수용의 폭,
이런 일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입양아동이 도착한 후 선반적인 신체 검사
를 할 때 상해나 성적 학대의 표시 같은 이전에 생긴 상처를 확실하게 기록하
고 이것을 의사나 심리학자, 혹은 사회복지사에게 확인받아둘 수도 있다. 그리
고 입양아동을 돌보는 일에 소진될 우려가 예상될 시 잠시라도 양육에서 벗어
나 대신 아이를 돌봐줄 서비스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준비이다.
◦ 자신의 정서적 한계, 특히 분노를 수용하는 한계 알기
◦ 불복종과 규칙 파괴에 대한 태도 분석하기
◦ 자신의 심리적 취약점(일명 아킬레스건) 알고, 이것이 촉발되는 상황 파악
하기
◦ 자신의 수치심이나 슬픔이 자극받아 화날 때 감정 다루는 법 알기
◦ 신체검사 후 이전 상해나 학대에 대한 전문가의 진술서 받아두기
◦ 중간 휴식을 위한 아이돌보기 서비스 찾기
◦ 폭발이 잠재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자
필요
③ 학대 상황이 재현되었을 때 입양부모의 대처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학대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 이로 인해 ‘부모되기’를
멈출 것이 아니라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시급히 다뤄져야 할 것은 ‘나 역시 입양아동을 학대했던 이전의 부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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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을 것이 없다’고 하는 죄책감이다. 입양아동을 때린 것은 발생하지 않았더라
면 더 좋았을 유감스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지만, 이것이 곧 부모 역할에 전
적으로 실패했으며 더 이상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죄책감은 입양아동과 친밀감을 쌓아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비웃고 심적 자원을 갉아먹게 만들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
다. 또한 학대받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시비에 걸리거나 고발된 입양부모는 특
히 입양아동이 그런 주장을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학대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이런 사실은 주변
의 친구, 동료, 친척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간 미진하나마 진
전을 보였던 입양아동과 자신과의 관계, 그것을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했던 그
큰 댓가가 과연 그럴만한 것이었던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전문 상담자, 사회복지사, 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강력한 지지
를 받아야 한다.
◦ 학대부모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관련 상담 서비스 찾기: 죄책감과 분
노 다루기
◦ 상담자, 사회복지사, 입양부모의 자조모임 통해 지지받기
(2)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상(image)을 유지하기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에게 사랑을 주고자 입양을 했지만 동시에 그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도 크다. 애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하지만 아주 피상적인
아이, 부모의 보살핌을 거부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아이, 옳고
그른 것에 관심없어 주변의 귄위를 무시하는 아이를 보면서 입양부모는 당연
히 입양부모는 자신을 실패자로 여길 수 있다. 만약 입양부모가 이전 양육 경
험을 통해 유능감이 다소간 있거나 남을 돕는 일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다
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서 혼란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아니었다면?’ 입양아동이 보다 나은 적응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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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이 다시금 스스로의 열패감으
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일한 아동에게 치료자이면서 부모
로 동시에 잘 기능할 수 없으며, 부모로서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 직업 장면에
서의 무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은 내 앞에서 드러내놓고 상처 주었던 이 입양아동은 어떤 부모를 만났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행동했을 거라는 거다. 어떤 아이들은 그것이 설령 고통스럽더
라도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입양부모들이 넘어진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3) 소외감 해결하기
입양부모들은 학대받은 아동이 삶의 여러 현장에서 일으키는 사고와 부적응
의 문제로 인해서 당혹감을 느끼게 되며 이런 고통을 겪는 부모가 자신들뿐이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더 알려져 있는 입양부모들은 주변
관계나 지역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격리된다.
이런 경우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의 행동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아동의 행동으로 자기가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
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입양부모들의 지지모임인데 여기서도 자신의 상
황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입양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입양부모들의 지지모임
에서도 정서적 문제를 가진 입양아동의 부모들이 따로 소모임을 갖는 것이 더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문제가 터진 후에 모임이 생기는 것보다는 평소에
모임을 갖는 것이 효과가 크다.
그리고 부모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무엇보다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성공경험은 입양아동과의 관계
에서 오는 실패감을 중화시키고 입양부모에게 심적 회복과 여유의 기회를 제
공한다.
(4) 강한 감정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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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입양아동과 같이 생활하다보면 입양부모들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여
겨지는 강력한 감정을 만나게 된다. 사랑하지만 화가 나고, 사랑받고 싶으면서
도 욕하고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들이다. 상처받은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
로 기꺼이 결정한 자신의 헌신에 대해 의심의 마음이 들고 그것이 마음에 좌
절감을 일으킨다. 이때 입양부모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미워하는 것은
입양아동의 행동이지 결코 입양아동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입양아동
에게 미운 마음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건 정말로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입
양부모의 의도와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에게 야속함을 느끼기 때문이고, 깊은
마음에서는 아이와 진실되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운 마음도
생기는 것이며, 입양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극한의 미운 마음도 생
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좌절감에 휩싸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다. 감정은 심사숙고하고 의식적으로 결정한
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수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
고 특정 감정이 발생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소하
거나 적절히 해결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적확한 이름을 붙여준 뒤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샤워하면서 고
함치기, 운동하기, 슬픈 영화 보면서 울기, 혼자만의 시간 갖고 걷기, 마사지
나 안마 받기, 자신이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편지쓰기 등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 효과가 보고된 방법들이
다. 그 외에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역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입양부모들과 마음 나누기, 개인 및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5) 부정적 사고 물리치기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불길한 기운을 담고 있는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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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생각 속에서 상황은 더 안 좋게 꼬여만 가고 급기야는 파국적
인 결론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부정적 생각만 확대
재생산 하는 사고는 지속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돌
아보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반성적 사고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실수나 과오를 테이프 돌리 듯 다시 돌려보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이
러한 반추(rumination)는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 자신의 과오나 실패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지나 과도한 반추의 트랙으로 올라섰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때에는 마치 TV 채널을 바꾸듯 의도적으로 마음의 채널을 바꿔야한다. 잘
안되더라도 의지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하나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러한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혹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고 피하고 싶은 상황 즉, 서양
속담에서 고통으로 상징되어 사용되는 ‘레몬’이지만, 시큼한 레몬만이 달콤하
고 맛있는 ‘레몬에이드’가 될 수 있기에 현재의 고통 안에는 미래의 긍정성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며 그것이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하다보면 입양
부모들을 휩싸고 있었던 부정적인 사고와 그로 인한 감정들이 조금은 조절해
볼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6) 기대를 현실화하기
학대받은 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할 때에는 아동의 성장과 성취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뤄가는 작은 성취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직 흡족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 이전의 상태에 비해 나
아진 것이 있다면 그런 성취를 기리자는 것이다. ‘입양아 뉴스레터’의 편집장
이면서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의 운영위원이고 한국인 아들과 딸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입양전문가 로이스 R 멜리나는 “입양아 부모되기”라는 책
에서 기대를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부모는 딸이 마
약을 완전히 끊기를 원하지만 약 살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나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이다. 작은 성취도 분명 저절로 찾아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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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것이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애쓴 입양아동의 노력을 알아주고,
그 결실을 축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소한 성취를 돌아보고 축하하는
일은 입양아동이 스스로의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게 되고 입양부모에게
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4)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적절한 훈육 원리
학대를 받아왔던 아동은 대상에 대한 좋고 나쁨을 통합하지 못하는 면이 부
족하여 자신의 욕구 충족여부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과거 학대의 경험으
로 인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
적 피드백을 많이 받아 왔어서 내적으로 우울감, 부적절감, 낮은 자존감 등이
팽배해있다. 받아왔던 학대 유형에 따라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이나 도벽 등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 빈번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동이 겪어왔던 엄청난 과거 트라우마에 대한 이
해, 그것이 아동의 삶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려해야 한다. 과거 사건에 대한 적
응적 반응으로서 현재의 문제가 아동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아동
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지만 제한해나가야 한다. 학대받은 아동
이 심각한 행동문제를 수반하기 쉽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입 원리는 심각한 행
동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훈육원리를 참고하면 된다.

2.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입양 아동20)
1) 입양아동이 보일 수 있는 심각한 문제행동
적응기간 동안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 끝나도 심각한 행동 문제가 지속되

20) 권지성(2005).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서울: 나눔의 집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 278 -

는 경우가 있다. 입양아동이 보이는 심각한 문제행동과 원인이 반드시 1:1 대
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입양아동 중에는 강
한 애착을 느꼈던 엄마와의 이별, 많은 가정을 전전긍긍한 경험, 충분히 애도
하지 못했던 상황,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경험 등 외상적 경험을 가진 경
우도 많지만, 뚜렷한 외상이나 상실이 없음에도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입
양아동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외상을 경험한 입양아동이 동일한 방식으
로 행동하는 것 역시 아니어서 대단한 회복력(resilience)을 발휘해 높은 성취
와 성장을 보이는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아동의 과거력을 아는 것
이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입양아
동의 과거에 대해서 정보가 많다는 것은 분명 유리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곧
문제해결의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보고되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반항장애와 품행장애
반항장애는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언어와 행동 유형을 말하는데, 어른과 빈번
히 말싸움을 하고 욕을 하며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앙심을 품고 되갚아 줄
때까지 분을 풀지 않으며 규칙을 쉽게 어긴다. 이러한 증상이 유사한 연령의
또래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품행 장애의 임상적 증상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항 장애를 넘어선다. 사람과 사물을 폭력
적으로 대하고 잔인하며, 절도나 방화 등 타인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한다. 그리고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이 장애에 속한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입양아동은 옳고 그른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구
별하더라도 후회나 가책을 잘 느끼지 못한다. 양심을 포함한 초자아 발달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가치관을 분명히 전달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초자아 발
달에 민감했던 시기에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가치관이 충돌했었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 관계 문제(relational problems)와 애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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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의존하
고 싶으면서도 의존이 불안을 일으켜 이를 가로막아 적절히 기대거나 독립하
기 어려운 의존-독립 갈등, 관계 안에서 일관된 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
이 나타날 수 있다. 애착과 관련해서는 앞서 5장에서 다루었으므로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2)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입양아동을 위한 적절한 훈육 원리
(1)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개입
① 아동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지기
심각한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입양아동의 입양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부모
의 권리를 충분히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아이에겐 친생부모와 위탁부모에 대
한 기억이 있고 입양부모는 아이와 지낸 과거가 없으며 혹시라도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담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사이에 끼여 그저 아이를
돕는 팀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사람은 입양부모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입양아동 주변에
여러 전문가가 있더라도 이들을 조율하고 최종 선택을 내리고 그 결과를 감당
할 사람은 바로 입양부모라는 것이다. 그리고 입양아동들은 이렇게 자신을 온
전히 책임 맡아 줄 대상을 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원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
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입양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입양아동의 순
응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입양부모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감지한다면 입양
아동은 부모의 지시에 불복하게 된다.
입양아동은 지나치게 일찍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바란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고 싶으면서도 일관된 한계를 정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 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답게 행동하고 안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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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입양부모들은 입양아동에게 좀 더 당당히 부모의 권한을 행사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입양아동에게 한계를 설정해
주어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되는 행동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주는 것, 지
시한 것을 끝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입양아동에게 너무 많은 선택 상황을 주거나 알아서 하길 바라는 것은 때론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선택지를 받게
되는 것은 아이에게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럴 때는 입양부모가 선택을
한 후 아이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이것이 혹여 권위적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
만, 오랜시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결정을 스스로 내렸던 입양아동에
게는 주변의 이러한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경험이 이들의 불안
을 낮추고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또한 아이가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 아니었다면 지시내리지 말고 지시를 내렸
다면 아이가 끝까지 완수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지시를 불충분하게 이행했다면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이것이 끝까지 완수되도록 지
켜보며 관리하는 것은 매우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
로서 책임을 지는 일이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입양아동은 입양부모가 자
신을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
고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의 부모됨에 대해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응하게 될 것이다.
② 과거와 미래라는 감각 익혀주기
심각한 행동 문제의 기저에 적절히 형성되지 못한 애착 문제가 있다고 가정
한다면 해법 역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부모와 맺은
긍정적인 유대가 사회에 통용되는 규율과 질서를 익히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
므로 염두에 둘 부모가 없는 생활을 해 온 입양아동은 이러한 부분에 취약할
수 있다. 입양아동에게 과거에 대한 감각을 익히게 해 주는 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보거나 거쳐 온 장소와 사
람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고 스크랩북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과
정에서 입양아동의 상실을 공감하고 이에 대해 애도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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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오늘’만이 주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입양아동에
게는 이렇게 지나 온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한다. 입양아동에게 함께 할 미
래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여름이나 겨울 방학 계획, 휴가
계획, 성탄절 파티, 친척들의 생신을 포함한 가족의 행사 등을 미리 알려주고,
그때 입양아동에게 해야 할 작은 임무를 맡겨 미리미리 준비해보게 하는 것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양아동은 자신에게 가족들과 함께 할 미래가 있고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③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
신체 접촉은 애착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양심 발달에 기초가 된다.
신체 접촉은 생애 초기에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정상적인 자아기능의
발달과 애착발달의 근간이 된다. 입양부모와의 유대감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서도 신체 접촉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입
양아동 중에는 애착발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아서 신체 접촉 시 주의를
해야 한다. 입양아동에게 신체 접촉을 할 때는 서두르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
다고 입양아동이 신체 접촉을 거부한다고 이를 마냥 미뤄둬서도 안된다. 입양
아동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아주 미세한 접촉에서부터 시작해 봐야 한다. 아
이마다 그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네 탈 때 밀어주기, 머리 빗겨주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
④ 감정 표현
자신의 감정을 행동이 아닌 말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
요하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갑자기 발생하여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며, 해당
감정이 발생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과 그로인해 들었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다르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
들이 그리고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입양아동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배우지 못했고 연습하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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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을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슬프거나 화날 때 울 수 있고, 화가 날 때는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남자
니까’ ‘예의가 아니니까’ ‘씩씩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는 안될 일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이 아닌 행동을 따라 하기 때문에 감정표현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입양부모가 감정 표현의 모델링이 되어주는 것이다. ‘서
운하네’, ‘민망해’, ‘정말 화가 치민다’ 와 같이 자신에게 발생한 감정을 없는
셈 치지 않고 인정하고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말로 표현하는 방식에 자꾸 노
출되면 입양아동도 이를 은연중에 따라하게 된다.
감정 표현을 가르치는 또 다른 방법은 입양아동이 맥락에 맞는 감정을 표현
하지 않을 때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내적 상태를 미루어 짐작해 표현하거나
입양부모에게 보이는 바에 대해 전달해 주는 것이다. ‘지금 너는 굉장히 억울
할 거 같은데, 그런 내색을 안하네...너 같은 상황이었다면 화가 날 수 있을
거 같아’, ‘울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꽉 깨문 모습이 슬퍼 보여. 슬플 때는 울
수도 있는 거야’와 같은 표현을 듣게 되면 입양아동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
아차리게 되고, 인정받게 되면 안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
면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 감정을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 입양부모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모델링이 되어준다.
◦ 입양아동의 감정상태에 대해 입양부모가 느끼는/보이는 바를 언급해준다.
(2)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
① 문제행동에 대한 다른 표현
아이들이 주변에서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
주 듣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 없다’, ‘쓸모 없다’, ‘해도 안된다’ 와 같
은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 내리게 된다. 스스로에 대
한 이러한 부정적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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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적절치 않은’, ‘참을 수 없는’, ‘화나게 하는’ 과 같은 보다 중립적인 뉘
앙스를 가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부정적 평가가 다소 상쇄되는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입양아동의 행동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수 있
는 신호를 개발하는 것이다.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는 말을 정해서 입양부모
가 입양아동의 행동이 거칠어지거나 규칙에 어긋날 때 해당 단어를 사용하면
일종의 경고 표시등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단어를 쓸 지는 입양아동과 입양
부모가 합의할 수 있고, 이렇게 선정된 단어는 입양부모 때문에 입양아동이
화가 났을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
② 문제행동의 ABC 확인하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전후를 잘 살펴보는 것이 도움
이 된다.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행동(Behavior)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선행사건(Antecedence)이 있었으며 행동 후 결과(Consequence)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두면 좋다.
아예 공책 한권을 마련해서 입양아동의 행동에 대해 가까스로 통제를 했던
상황이나 전혀 손쓸 수 없었던 사건에 대해 꾸준히 기록해 나가길 권한다. 이
렇게 기록을 해나가다 보면 아동을 감정적으로 촉발시키는 상황이나, 아동의
행동 후 결과적으로 그 행동이 강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이 입양아동을 제어되지 못하게 하는 단서가 되는지 알
수 있다면 조심할 수 있고 이를 다룰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또한 이렇게 발견
한 것들에 대해서 입양아동과 얘기할 수도 있다. 아동은 자신이 무엇에 촉발
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강화받거나 처벌받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일지에 사건 외에도 이로 인해 입양부모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감정을 공책에 쏟아냄으로써 정서적인 해소를
느낄 수 있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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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러한 행동일지를 입양아동도 함께 쓰면 매우 효과적이다.
정기적으로 고찰(review)하는 시간을 통해 입양아동의 성장이나 발전을 확인
해보는 것은 아동에게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③ 행동 제한하기
슬프거나 화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나
타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화가 나는 감정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분
노를 유리창을 깨거나 애완동물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것
을 입양아동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Landreath(2012)는 ACT
모형을 통해 제안하였다. A(Acknowledge)는 특정 상태에서 입양아동의 감정
이나 욕구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억나지 않아서 화가 났구
나’, ‘너에게는 없어서 속상했나보다’와 같은 표현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 단계는 C(Communicate)로 감정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컵은 화날
때 깨라고 있는 게 아니란다’, ‘강아지를 괴롭히는 것으로 네 화나는 마음을
풀어서는 안된단다’와 같은 표현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실, 더 권장되는 표현
은 전자인데 직접적으로 안된다고 표현하는 후자와는 달리 전자의 금지 표현
에는 특정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니 옳은 선택을 아동
자신이 해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단계에서 제한을 할 때에 입양부모의
태도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해야 한다. 제한에 대해서 여지를 남기지 않는 단
호함, 그러나 신경질이나 화가 실리지 않은 부드러운 표현, 이를 통해 입양아
동은 자신이 받은 제한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자신이 아닌 자신의 행
동이 거절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T(Target behavior)로 입양아동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을 찾아주는 일이다. ‘그 대신 베개를 치거나, 샤워기를 틀고 고함을 칠 수 있
단다’와 같이 발생한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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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기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입양아동이 경험해야 할 것은 자신의 행동에 뒤
따르게 되는 결과이다. 자신의 행동 뒤에는 자신이 감당하고 처리해야 할 결
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입양아동에게 가르치려면 이들에게 선택을 허용해야 한
다. 빨래통에 옷을 넣지 않았다면 세탁된 새 옷을 입을 수 없고 그러면 후질
그레한 옷을 그대로 입고 학교나 교회에 가야할 것이다. 이때 부모의 인내심
이 요구된다. 입양아동이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갈 때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
이다. 아이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은 아이의 책임이지 입양부모
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하고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가 무책임하
게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행동의 결과를 가르치기로 한 시점에서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입양부모가 옷을 잘 갈아입히고 돌보는 사
람으로 여겨지는 것과 입양아동이 책임감을 배우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
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3) 입양부모의 분노 감정 다루기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입양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입양부모는 분노
감정에 노출되게 된다. 아동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고 하지만 분노에 휩싸이
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죄책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다시금 입양부모의 마음에 분노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분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파악해야 할 게
있다. 그중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감정적
으로 점화되는 가를 아는 것이다. 사람마다 심적으로 약한 부분이 다 다르다.
가족 얘기에 맘 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벌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는
사람도 있다. 키나 체격 등 외모가 콤플렉스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이 발목
을 잡기도 한다. 성격 중에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을 누군가 거론하면
자기도 모르게 발끈 하게 되기도 한다. 나를 당황시키고 자존심 상하게 하며
불쾌하게 만들었던 상황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말을 들었나?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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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면을,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언제까지나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할 거 같지만 감
정은 모두 지나간다. 우울도 슬픔도 그리고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감정이
절정으로 치닫도록 그냥 놔두지 않고 멈출 수 있다. 분노 감정에 휩싸이기 시
작할 때 마치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것인 양 거리두고 바라보고, “화가
난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분노 감정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다. 물론 이렇게 감정에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
습해나가면 못할 일도 아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폭발하겠다 싶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고 그 순간을 모면하면 감정은 조금 누그러들 수 있다. 입양
아동과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때 잠시 같이 있는 공간에서 나와

다른

곳에 있어보기, 1부터 10까지 숫자세기, 심호흡하기, 기분 좋은 상상하기 등
은 그 순간을 지나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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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1> 입양부모의 분노감정 다루기: ‘나는 분노 아킬레스건은 ?’
<실습 과정 및 지침>

분류
목표
준비물

진행과정

유의사항

내용
자신에게 분노 감정을 촉발시키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이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
분노 감정에 압도되어 행동화하기 전 그 순간에서 멈출 수 있
는 방법을 찾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입양아동을 비롯한 다른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자녀들의 분노를 다루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의 분노 아킬레스건은?” 용지
자신이 최근 일주일동안 혹은 한달동안 화 났던 장면을 떠올린
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회상해본다. 화나게 했던 상대
방의 말이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본다.
자신이 해당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 지 분석해본다.
이러한 생각들이 정리되면 “나의 분노 아킬레스건은?” 용지에
기록한다.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찾아본다.
수강 인원이 많다면 조를 나누어서, 인원이 많지 않다면 전체
적으로 자신의 기록한 바를 나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 소감을 나누
는 시간을 갖는다.
화가 치밀어 올랐던 장면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 장면을 떠올린다면 공통점을 찾아보면 좋다.
분노 폭발을 모면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
데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 중 효과가 있는 것을 소개하고, 다른
참가자들의 비법 중 좋은 방법을 앞으로 사용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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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분노 아킬레스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화
났던 상황은 언제였나요?
나를 화나게 한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나를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당 장면이나 상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나요?
화나서 폭발하지 않도록
나를 멈출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분노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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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회기 2주제: 예비입양부모교육 과정 돌아보기와 희망 나누기
<8회기 2주제 프로그램 개요>
① 예비입양 부모교육 시간에 대한 경험을 나눈다.
목표

② 자신을 비롯한 참여자 모두를 격려하고 지지하여 입양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희망을 나눈다.

단계

1부

내용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예비입양부모교육 과정 돌아보기>

소요

진행

시간

방법

25분

실습

35분

실습

준비물

워크북

① 문장완성하기: ‘예비입양부모교육은..이다’
② 얻은 것(성취)과 남은 것(걱정)
<희망나누기: ‘마음의 선물’ 주기>
2부

② 집단원에 대한 피드백: ‘마음의 선물’
<마무리>

워크북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① 예비입양 부모교육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서 일정부분 성취
를 한 것과 아직 해결되지 못하거나 미진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공유하
도록 한다.
강사

② 자신을 비롯해 참여자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함으로써 모두

Tip

격려 받고 지지받도록 해야 한다.
③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입양
아동을 양육해나가면서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 이 시간 배운 것과 나
눈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예비입양 부모교육 과정동안 정보를 얻고 준비된 부분을 기억할 수

기대

있다.

효과

②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입양부모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열의를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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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기 2주제 교재: 예비입양부모교육 과정 돌아보기와 희망 나누기>
8회기 2주제는 예비입양부모교육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소감을 나누고, 좋은
부모되기로 결단한 마음을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시간이다. 아래에
제시된 활동지로 개별 활동 후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가한 각
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마음의 선물’ 활동은 직접 발표하고 다룰 시
간이 없다면 작성하고 각자에게 주는 것으로 간략화할 수 있다.
<활동 12> 예비입양부모교육 과정 돌아보기
<개별 활동 후 발표를 위한 지침>
① 참가자들이 예비입양부모교육 과정을 돌아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에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부부 공동 작업이 아닌 개별 작
업으로 진행한다.
② 예비입양부모교육 시 자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활동을 선정하여
이유와 함께 적어보고, 그 외 전반적인 경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도 적어본다.
③ 참가자들이 예비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얻게 된 점은 무엇인지, 아직도 해
결되지 않은 걱정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눈다.
③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 시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공감해주는 것으로 지지
하도록 한다.
④ 입양부모가 되기로 결심했고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 각자가 조금씩
더 준비되었음을 이해하고 서로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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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과정 및 지침>

분류

목표

준비물
진행과정

유의사항

내용
예비입양부모교육과정이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각자의 경험
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새긴다.
예비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얻게 된 점을 공
고히 하고, 아직 해결이 미진한 걱정이나 불안에 대해서 나누며
이를 어떻게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의한다.
다른 참가자들의 소감을 듣고 공감해주며,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적절한 해결책을 나눔으로써 지지해주고 자신도 지지
를 받는다.
예비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조금씩 더 입양부모로서 준비되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한다.
예비입양부모교육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기록 용지
각자가 이번 예비입양부모교육에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자신에
게 영향을 크게 미친 결정적 사건(critical event)이나 강의내용을
찾아본다.
인상적인 활동이나 강의내용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본다.
이를 준비된 용지의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로 표현해본다.
예비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아직 해결되지 않
은 문제 등에 대해 기록된 용지에 기재한다.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피드백 한다.
결정적 사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점에서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
다.
교육 후에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걱정이나 염려를 참가자가 소
개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주어
이러한 정서적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아직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아니지만 예비입양부모교육에 참가
하기 전보다는 더 준비되었으며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계속 더
좋은 부모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증진
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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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양부모교육 과정을 돌아보며>
◦ 예비입양부모교육은

이다.

왜냐하면

이다.

◦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이다.

왜냐하면
이다.
◦ 예비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점
해결되고
나아진 것
남아있는
걱정
이제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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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3> 희망나누기: ‘마음의 선물’ 주기
<실습 과정 및 지침>

분류
목표
준비물

진행과정

유의사항

내용
예비입양부모교육에 참가한 예비입양부모들이 그간의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 점 중 강점과 자원에 대해 피드백
함으로써 내적 자원과 힘을 강화하고자 한다.
예비입양부모교육에서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깨닫고 이것이 향후 참가자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마음의 선물’ 용지
이번 예비입양부모교육을 같이 수료한 대상자들 각자에 대해
서 받은 인상을 정리한다.
여러 특징 중 입양부모로 살아갈 때 도움이 되고 자원이 될
수 있는 특징을 찾아본다.
이를 준비된 ‘마음의 선물’에 기록한다.
순서가 되면 해당 참가자에게 쓴 마음의 편지를 읽고 당사자
에게 건네준다. 시간이 없다면 작성한 편지를 나눠주고 각자 돌
아가서 이를 읽어보도록 한다.
시간이 된다면 ‘마음의 선물’을 받은 소감을 나누고 마무리한
다.
‘마음의 선물’에 기재하는 특징은 자원이 되거나 힘으로 여겨
지는 것 등 긍정적인 면을 작성하도록 한다.
참가자가 ‘마음의 선물’ 속에 언급된 속성에 대해서 ‘과분하다’
고 받아들일 때는 개별 참가자에게 비친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
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속성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한다.
여러 명에게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특징이 있다면 이는 좀
더 강조하도록 한다.

- 294 -

<마음의 선물>

이번 교육에서 당신은

해 보였습니다.
이런 면은 앞으로 당신이 입양부모로서 살아갈 때

점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간 중간 부모노릇하기가 힘들다고 여겨질 때 저는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당신의 강점을 잘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년

차 예비입양부모교육을 받은

월

일

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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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부모의 특성에 따른 예비입양부모교육
1) 난임 가정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
(1) 프로그램 개요

시간
(6시간)

진행방법

30분

간단한 게임

1시간

소집단 토의

1시간

강의

90분

미술활동 및
소집단 토의

부모의 난임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의 삶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

80분

소집단 토의

난임 입양부모 사례발표

30분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서로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하기

10분

회기

주제
참가자 소개
아이스 브레이킹

1

남-녀 구분하여 4~5명씩 소집단 구성
입양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들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에 대해 공유하기
난임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2

난임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고찰하기
- 그림으로 표현하고 소집단 발표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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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기 : 도입 및 입양결심 과정, 입양 관련 기대와 걱정 공유하기
<1회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① 부부가 입양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소집단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임과 이에 따른 입양이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
님을 깨닫는다.
②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에 대해 나눔으로써, 입양과정에서의 불
안감을 감소시킨다.

단계

내용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30분

게임

게임에
필요한
소품

1시간

소집단
토의

활동지

<도입 : 참가자 소개 및 소집단 구성>
1부

① 새롭게 구성된 집단이므로 각자 소개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
② 짝짓기 게임을 통해 남편들끼리, 아내들끼
리 4~5명씩 소집단을 구성한다.

2부

<부부가 입양을 결심하게 된 과정>
난임치료 과정, 입양결정의 계기, 입양주도
자, 비주도자의 반응, 주변의 반응, (불임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등 주제 다루기
<입양에 대한 기대와 걱정에 대해 토의하기>

강사
Tip

① 남편과 아내가 경험하는 불임의 이슈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남-여로
구분하여 소집단을 구성한다.
② 불임은 민감한 주제일수 있으므로, 구성원 간에 서로 충분히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킹에 신경쓴다.

기대
효과

① 같은 상황에 놓은 사람들과 그동안의 불임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
써, 서로 간이 공감대와 유대를 형성한다.
②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에 대해 나눔으로써, 입양과정에서의 불
안감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님을 알고 안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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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교재 : 도입 및 입양결심 과정, 입양 관련 기대와 걱정 공유하기 >

1. 도입 및 소집단 구성
◦ 프로그램을 진행할 실무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집단과정을 소개한다.
◦ 집단의 목적과 공통적 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이 집단은 입양을 신청하신 예비입양부모 중 난임부부들을 위한 집단 모임입
니다. 입양에 앞서 이러한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난임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심리 및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에,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입양절차 및 입양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 아이스 브레이킹: 다양한 게임을 통해 참석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
는
시간을 갖는다.
<자기소개 게임>
· 첫 사람이 자신의 특징 또는 기분을 네 글자로 이야기하고 뒤이어 자기 이
름을 이야기한다. ex) 절세미녀 김◯◯
· 다음 사람이 첫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후, 자신의 기분과 이름을 덧
붙인다.

ex) 절세미녀 김◯◯ 완전당황 이◯◯

사람 수가 늘어지면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점점 더 많아진다. 더 이상 기억
하지 못하는 참가자가 나오면 벌칙을 주고, 그 사람부터 다시 게임을 시작한
다.
<상대방 소개해주기>
·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 두 사람씩 앞으로 나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집단 앞에서 소개해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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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상대방이 얘기해준 정보 외에 자신이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얘기할 수
있다.
◦ 남· 녀 집단을 구분하여 소집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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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활동 14> 입양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이 지침은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며, 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소집단 토의를 진행하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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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조 구성
난임과 관련된
상황 나누기

입양결정까지
의 과정

활동내용
남-녀 성별에 따라 소집단을 구성하고, 각자 자기 소개를 한 후,
토의를 이끌어갈 조장을 선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1) 처음 난임을 알게 된(인정하게 된) 시기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느
낌
3) 난임사실을 알고, 배우자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4) 난임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대처전략
- 난임치료, 신앙에 귀의, 곧바로 입양을 결정 등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1) 입양을 맨 처음 고려한 것은 언제입니까?
2) 누가 먼저 입양을 제안했습니까?
3) 내(배우자)가 입양사실을 제안했을 때 배우자(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 입양에 대한 확대가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입양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는 어떠합니까?

입양에 관한
기대
입양에 관한 입양 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떠한 점입니까?
걱정
입양절차에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대한 생각
(3) 2회기 : 난임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2회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단계

① 난임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통찰을 얻는다.
② 감정의 환기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소요
시간

내용

진행
방법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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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난임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낮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우울 등)

2부

<난임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고찰하기>
① 개인의 생활양식,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
구관계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
② 미술도구를 사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기
③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서로에게 설명해주기

강사
Tip

① 난임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참가자들의 경험의 타당성을 지지해준
다.
② 미술활동은 그림 뿐 아니라, 찢어 붙이기, 오리기 등 다양한 창작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미술재료를 풍부하게 구비한다.

기대
효과

① 난임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통해 불임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경
험임을 깨닫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② 난임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미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의
환기가 일어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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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강의

90분

미술
활동
및
소집단
토의

교재

다양한
미술
도구

<2회기 교재 : 난임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1. 난임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불임 또는 난임은 입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이슈이다. 입양은 상실(자녀
를 임신,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에 관한 것이며, 상실과 관련된 모든 이
슈가 그러하듯, 이 문제는 평생동안 다루어야 하는 과제이며, 결코 완전히 해
결될 수 없다. 이러한 이슈는 기념일이나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나타나
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줄 수
있다(Groza & Rosenberg, 2001). 따라서 난임은 입양 후 입양아동 및 입양
가족의 삶에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국내 난임 부부 현황
불임(infertility)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
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 이는 다시 이전에
한 번도 임신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를 일차성 불임으로, 이전에 분만에 이르
지 못했더라도 임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경우를 이차성 불임으로 세분할 수
있다(네이버 건강백과, 2015).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세포(정자 또는 난자)의 발생부터 정자와 난자의 수
정, 수정된 배아의 발달, 배아의 자궁 내 착상까지 전 과정 중 어느 한 단계에
서라도 이상이 있으면 불임이 될 수 있다. 불임의 주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네이버 건강백과, 2015).
· 남성 요인
· 난소 기능 저하
· 배란 장애
· 난관 손상, 결찰(매듭), 또는 난관주위 유착
· 자궁경관 또는 면역학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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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인자
· 면역학적 이상, 감염, 심한 전신적 질환
· 원인 불명: 난관, 난관주위 유착을 동반하지 않는 자궁내막증 포함
부부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그
러나 부부 간에 난임의 문제가 있을 때, 남성 쪽 원인인 경우가 약 40~60%
이며, 전체 난임 부부의 약 80%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지만,
20%는 부부 모두 난임의 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임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습관성 유산 등으로 임신기간을 지속하지 못해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는 절대적 불임상태(infertility)가 아니며, 수태능력이
저하된 상태(subfertility)이므로 여러 의료적 처치를 통해, 또는 시간이 지나
면 임신이 될 수 있으므로 불임보다는 난임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결혼연령이 증가하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난임부부를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
나라 불임부부는 약 140만 쌍으로 추정되며, 기혼 여성의 불임률은 13.5%에
달한다”고 밝혔다(시민일보, 2015.11.16.).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의
학적 처치를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
정(시험관 아기) 시술 및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가 의료적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임신가능성, 비용, 시술과정에
서의 어려움, 종교적 신념, 개인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난임치료를 받지 않거나,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부부는 아이없이
살기로 결정할 수 있고, 또는 입양을 통해 부모가 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입양을 결정하는 수는 소수인데, 이는 우리 사회에 난임부부 비율이
증가해도 여전히 국내 입양되는 아동이 소수이며, 국내 입양아동의 수가 증가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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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부부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입양결정을 하는데 있어 두 부부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쳤는지, 또는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고찰
할 필요가 있다.
2) 난임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난임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
교적 최근까지도 난임이 여성의 문제로 여겨져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의 한 선행연구(Abbey, Andrews, & Halman, 1992)에 따르면, 대부분
의 사람들은 생식능력을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의 중심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
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을 개인적인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이는
개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난임 여성들은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전, 난임이 아닌 비교집단 여성
들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체외수정이 실패한 이후에는

자존감

수준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Hynes, Callan, Terry, & Gallois, 1992).
또한 난임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자존감을 낮출 뿐 아니라, 내적인 통제력
을 낮추고 대인관계상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개
인의 삶에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bbey, Andrews,
& Halman, 1992).
이 밖에 장기간 난임 문제를 경험한 여성의 약 3분의 1이 난임으로 인해 자
신의 여성성에 대한 낮은 자존감, 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 타인에 대한 적대
감, 그리고 더 많은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Van Balen
& Trimbos-Kemper, 1993).
국내의 연구(이지화, 2013)에서도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중 우울하다
고 평가된 여성이 18.2%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일반 여
성의 우울 비율에 비해 높은 것이다. 또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배우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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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임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었다.
한편 또 다른 연구(이윤정, 2008)에서는 난임 여성의 슬픔에 대한 질적 연
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난임 여성들은 임신이라는 대 과업을
성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임신에의 도전을 하면서, 알 수 없고, 형언할 수 없
고, 가늠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무한한 슬픔을 표출시키고 분출시키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난임은 개인의 삶에 고통과 슬픔을 야기하며, 이는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자원인 자존감과 통제력, 자기수용 능력까지도 고갈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자원의 고갈은 입양가족의 입양 후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예비입양부모 스스로 이러한 난임의 영향에 대한 통찰을 가
질 필요가 있다.
3) 난임의 이슈와 입양결정21)
난임의 근본적인 이슈는 상실이다. 난임 부부는 자신들이 꿈꾸던 자녀를 상
실했고, 유전적 연계성을 상실했으며, 임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정과 경험
을 상실했고, 자신들의 생식능력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
많은 사람들은 성장과정에서 미래 갖게 될 자녀의 이미지를 상상한다. 부부
가 자신들이 꿈꾸던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녀의
이미지는 완벽한 모습으로 이상화되고,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는 더욱 절실해
진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임신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이고, 성인이 되는 통과의례
로 여겨진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 친구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인생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난임인 부부는 또래들의
임신사실을 알고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들은 입덧이나 임신의 힘
든 점을 토로하는 친구들에게 화가 날 수 있고, 많은 난임부부들이 임신한 친
구들을 그 기간 동안 피하게 됨으로써 사회생활이 축소되는 경험을 한다. 상
21) Groza, V. & Rosenberg, K. F. (2001). Clinical and Practice Issues in Adoption.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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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과 분노는 난임인 부부로 하여금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고립을 경험하도
록 한다.
여성의 난임에서는 늘 여성의 나이가 문제가 되며, 만약 피임을 했다면 ‘잃어
버린 기회’들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한다. 또한 난임이 임신중절, 피임, 또는
성병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커다란 죄책감을 느낀다. 남성의 난임 경험은 여
성과 달리,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의 난임은 남성의 성적인
자아와 관련된다. 정자수가 적다는 것은 그의 남성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낀다.
난임은 양육기회의 상실을 의미하며, 통제의 상실을 의미한다. 부부관계는 임
신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고, 개인의 생활양식은 모두 임신을 하기 위한 목
적으로 구조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은 보다 큰
분노와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
부부 간 관계는 난임 부분 간의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에게만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방
은 배우자를 비난할 수 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 제안하
기도 한다. 또한 확대가족이 부부의 난임 사실을 알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
으로 반응할 때에도 갈등이 발생한다.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처럼 여성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난임부
부에게는 슬픔을 자아낸다.
이 모든 과정에 이르는 동안 난임 부부는 난임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이슈들을 한 팀으로서 다루어 나가야 하며, 그 과정동안 서로를 지지해야 한
다. 언젠가는 매월 반복되는 희망-두려움-상실의 주기가 끝나고, 난임 부부
는 치유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때가 입양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이다.
그러나 모든 난임부부가 입양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난임부부
의 약 1/3 가량이 입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정확한 수치
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아마도 더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난임과 난임을 둘러싼 상실의 이슈는 입양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주제를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이슈가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에 끼어들 위험이 있다. 난임은 불치병이 아니지만, 상실은 결코 완전

- 307 -

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될 수 있다. 입양과정에서
상실과 난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더 중요한 것
은 부부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입양을 통해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자신과 유전적으로 관련된 자녀를 낳고 싶은 바람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난

임으로 인한 상실의 해결은 전 생애적인 과정이다.
난임의 이슈는 친생부모에 대한 질투나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은 가질
수 없는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질투와 분노를 느끼고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난임을 둘러싼 많은 상실을 경험한 난임부부
는 자녀의 입양됨을 부인하고 자신들만의 자녀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친생부모
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친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기아를 원하기도 한
다. 난임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몇몇 입양부모들은 자신들이 친생부
모의 존재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동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이며, 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아동
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아동의 자존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이 입
양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정체감 형성을 방
해할 수 있다.
Kubler-Ross(1969)는 사람들이 상실을 다루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5
단계 모형을 발전시켰는데, 이 5단계는 부정, 분노, 협상, 우울과 해결이다. 이
중 예비입양부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검토해보도록 함으로써 자신
의 감정이 정상적이며, 다른 사람들 또한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첫 단계인 부정은 난임이라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입양을 결정한 대부
분의 난임 부부들은 이 단계를 지나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입양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입양
을 하는 난임 부부들도 있는데, 만약 입양 후에도 바라던 대로 임신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입양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인데, 자신들의 난임사실에 대해 분노한 입양부모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친생부모나 입양아동에게 돌릴 수 있다. 이는 입양아동과 입
양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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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인 협상은 입양과정에서 강조되는 단계이다. 서류작업과 교육
참여, 가정조사 등의 입양절차는 많은 입양가족들로 하여금 ‘완벽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도록 한다. 난임부부들은 이미 입양부모가 되기 위해, 화를
내지도 않고, 자녀를 야단치지도 않으며, 피곤해하지도 않는 ‘완벽한’ 부모가
되기로 협상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녀를 양육하느라 지치
고 힘들 때면, 이러한 협상은 죄책감이나 우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우울은 상실을 다루는 그 다음 단계로, 입양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
울감을 가져올 수 있다. 우울은 가족을 무력하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즐거움
을 방해한다.
마지막 단계는 해결단계로 상실에 대한 통제감을 어느 정도 획득한 상태이
다. 그러나 부부가 자신들의 난임에 대처할 수 있다고 느낄 때조차도 어떠한
계기로 인해 이러한 상실이 반복되기도 한다. 상실의 모든 단계처럼, 해결은
지속되는 과정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입양 전, 부부가 그 시점에서 난임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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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임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고찰하기
<활동 15> 난임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 이 지침은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며, 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소집단 토의를 진행하기 바랍니
다.

단계

활동내용

난임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고찰하기

- 나의 생활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가족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친구 및 이웃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다양한 미술재료를 사용하여, 난임사실을 알게 된 후 그것
이 내 삶(내면과 외면 모두)에 미친 영향을 그림으로 표현
해본다.
- 그리기, 찢거나 오려붙이기, 색칠하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미술재료를 준비한다.

그림 그리기
(40~50분)

집단크기가 크지 않다면 전체에서) 한 명
그림에 대한 설명 소집단별로(또는
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그림을 성원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15~20분)
내용의 그림인지 설명하도록 한다.
소감 나누기
(15~20분)

모든 사람들의 발표를 듣고 나서 각자 느낌전과 소감, 새
롭게 알게 된 점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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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회기 난임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의 삶에 미칠 다양한 영향
<3회기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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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단계

1부

① 난임이 입양 후 아동 및 입양가정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② 상호지지와 격려를 통해 입양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얻는다.
소요
진행
내용
준비물
시간
방법
<부모의 난임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의 삶
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
① 소집단 토의: 주요 이슈들
- 공개입양 관련 이슈: 입양공개=난임공개
- 상상속의 친생자와 입양아동의 차이
- 아동과 부모의 기질차이
-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감정

80분

<사례발표>
① 난임 입양부모의 입양 후 경험에 대한 사
례발표

2부

30분

사례
발표
및
질의
응답

10분

소집단
활동

② 난임이 입양 후 가족역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
<마무리: 서로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하기>
① 힘든 과정을 겪어온 서로를 안아주고, 위
로해주기
② 입양부모로서 잘해나갈 수 있다고 서로
격려해주기

소집단
토의

강사
Tip

①
동
록
②
이

부모가 난임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모의 불임이 입양 후 입양아
및 가족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
원조한다.
난임관련 이슈를 해결하고자 더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참가자들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기대
효과

① 난임이 입양 후 아동양육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입양 후 양육과정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입양부모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회기 교재>
난임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의 삶에 미칠 다양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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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6> 난임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의 삶에 미칠 다양한 영향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 이 지침은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며, 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소집단 토의를 진행하기 바랍니
다.

단계

활동내용
※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각자 생각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입양 전, 난임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난임으로 인해 상실한 친생자녀를 입양자녀가 대신해줄 것이라
고 생각하는가?
입양아동에게 내가 갖기를 바랬던 친생자녀의 모습을 기대하는
가?
나의 확대가족들은 입양아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의 태
도는 나의 난임 사실과 관계가 있는가?
나의 난임 사실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인가?
Kubler-Ross가 제시한 상실의 5단계(부정, 분노, 협상, 우울, 해
결) 중 현재 나의 상태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현재 난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난임이라는 사실이 입양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되는가?
난임이 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나의 감정과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가?
입양 후 임신이 된다면, 이것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가?
난임이라는 사실로 인해 공개입양을 선택히는 것이 꺼려지는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 느낌전과 소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나누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애기해본다.
·

난임이
입양아동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

·
·
·
·

·

난임이
입양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

·
·
·
·
·

소감 나누기

2) 유자녀 입양가정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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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요

회기

시간

주제

(6시간)

진행방법

참석자 소개
30분

간단한 게임

1시간

소집단 토의

유자녀 입양 관련 이슈

1시간

강의

친생자녀들의 입양과 관련된 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서 작성하여 발표하기

1시간

소집단 토의

아이스 브레이킹
1

3가족(6명)씩 소집단 구성
입양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들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에 대해 공유하기

2

입양이 친생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해

1시간

보고 친생자녀에게 편지쓰기
3

소집단 토의
및 발표

친생자녀의 존재가 입양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1시간

대해 고찰해보고 미래 입양자녀에게 편지쓰기

및 발표
30분

유자녀 입양부모 사례발표

소집단 토의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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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기 도입 및 입양 결심과정, 입양 관련 기대와 걱정 공유하기
<1회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① 부부가 입양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소집단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양결정과 그에 따른 고민이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
님을 깨닫는다.
②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에 대해 나눔으로써, 입양과정에서의 불안
감을 감소시킨다.

단계

내용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1부

<도입 : 참가자 소개 및 소집단 구성>
① 새롭게 구성된 집단이므로 각자 소개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
② 짝짓기 게임을 통해 남편들끼리, 아내들끼
리 4~5명씩 소집단을 구성한다.

30분

게임

게임에
필요한
소품

1시간

소집단
토의

활동지

2부

<부부가 입양을 결심하게 된 과정>
입양결정의 계기, 입양주도자, 비주도자의
반응, 친생자녀의 반응, 확대가족의 반응, 주
변의 반응
<입양에 대한 기대와 걱정에 대해 토의하기>

① 유자녀 입양가정의 경우, 보통 부부 중 한 명이 입양을 주도하고, 나
머지 한 명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간 관계 역
강사

학을 파악하여 소극적인 배우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

Tip

한다.
② 소집단 구성 때, 입양동기(종교적 이유 등)를 미리 파악하여 유사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다른 유자녀 가정의 부모들과 입양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공유

기대

함으로써, 입양결정에 대한 확신과 지지를 얻는다.

효과

②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에 대해 나눔으로써, 입양과정에서의 불

안감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님을 알고 안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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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교재 : 도입 및 입양결심 과정, 입양 관련 기대와 걱정 공유하기>

1. 도입 및 소집단 구성
◦ 프로그램을 진행할 실무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집단과정을 소개한다.
◦ 집단의 목적과 공통적 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이 집단은 입양을 신청하신 예비입양부모 중 유자녀 가정들을 위한 집단 모
임입니다. 입양에 앞서 이러한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입양이 부모님들은 물론
가정의 기존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존 자녀
들의 적응에 대한 준비와 또 앞으로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탐색해보
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 아이스 브레이킹: 다양한 게임을 통해 참석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
는
시간을 갖는다.
<자기소개 게임>
· 첫 사람이 자신의 특징 또는 기분을 네 글자로 이야기하고 뒤이어 자기 이
름을 이야기한다. ex) 절세미녀 김◯◯
· 다음 사람이 첫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후, 자신의 기분과 이름을 덧
붙인다.

ex) 절세미녀 김◯◯ 완전당황 이◯◯

사람 수가 늘어지면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점점 더 많아진다. 더 이상 기억
하지 못하는 참가자가 나오면 벌칙을 주고, 그 사람부터 다시 게임을 시작한
다.
<상대방 소개해주기>
·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 두 사람씩 앞으로 나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집단 앞에서 소개해준다. 이
때 상대방이 얘기해준 정보 외에 자신이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얘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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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남· 녀 집단을 구분하여 소집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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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활동 17> 입양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 이 지침은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며, 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소집단 토의를 진행하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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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내용
소집단을 구성하고,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토의를 이끌어갈
조 구성
조장을 선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1) 입양을 맨 처음 고려한 것은 언제입니까?
누가 먼저 입양을 제안했습니까?
입양결정까지의 2)
3)
내(배우자)가 입양사실을 제안했을 때 배우자(나)의 반응은
과정
어떠했습니까?
4) 입양에 대한 친생자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부부의 입양걸정에 대한 확대가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입양에 대한 1)
2)
주위 사람들의 까? 부부의 입양걸정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
반응
3) 입양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4) 입양결정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에 변화가 있습니까?
입양에 관한 입양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는 어떠합니까?
기대
입양에 관한 입양 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떠한 점입니까?
걱정
입양절차에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대한 생각
(3) 2회기 : 유자녀 입양 관련 이슈
<2회기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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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① 유자녀 입양과 관련된 이슈들을 고찰해본다.
② 친생자녀의 입양준비에 대해 계획한다.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1부

<유자녀 입양과 관련된 이슈>
① 형제자매 간 공평성의 이슈
②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의 관계
③ 친생자녀를 준비시키기
④ 기질적으로 다른 아동의 양육
⑤ 확대가족과의 관계
⑥ 입양동기 및 주위 사람들의 반응

1시간

강의

교재

2부

<친생자녀들의 입양과 관련된 준비 계획>
① 친생자녀들이 입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준
비를 해왔는지 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것인지 논의해 본다.
② 준비가 미흡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부부가 의논하
여 가족 당 1부씩 작성하고 발표한다.
③ 서로의 계획서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1시간

소집단
토의
및
발표

필기
도구
종이

강사
Tip

① 부모와 달리, 기존 친생자녀의 입양준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입양이 가족생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생
자녀들도 입양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
② 서로의 계획서에 대한 피드백은 미흡한 점을 중심으로 보완할 점을
알려주되,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대
효과

① 입양가정 내 친생자녀들도 입양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가정의 입양 후 적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유자녀 입양과 관련된 이슈들을 고찰해봄으로써, 입양 후 생활에 대
해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단계

내용

<2회기 교재 : 유자녀 입양 관련 이슈>

1.

유자녀 입양과 관련된 이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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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를 낳았으나, 2차 난임이거나, 기존의 자녀가 있지만 더 많은 자녀
를 원할 때, 유자녀 가정은 입양을 하게 된다. 특히 친생자녀가 있는 유자녀
입양부모들은 요보호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을 제공해주고 싶은 동기나 기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양 결정을 하기도 한다.
2012년 입양통계에 따르면 국내입양 가정 중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이 전체
국내입양의 40%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3). 따라서 유자녀 입양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공통된 입양가정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된 이슈
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1) 형제자매 간 공평성의 이슈
한 아이가 입양자녀이고 다른 아이가 친생자녀일 때, 부모의 역할은 쉽지 않
다. 모두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입양자녀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걱정이
고, 입양을 둘러싼 관심 때문에 친생자녀가 등한시된다고 느낄까봐 걱정이다.
아이들은 입양자녀가 특별하기 때문에 입양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낳았기 때문에 친생자녀를 더 좋아한다고 서로에 대해 생각한다.
친생자녀가 있어도 이들은 입양가족이다. 이러한 꼬리표는 학교에서나 지역
사회 안에서 그 가정의 특징이 된다. 그리고 입양가족 내의 친생자녀는 입양
으로 인해 받는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입양아동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부모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이들을 다르게 느끼지 않나 걱정한
다.

그러나 친생자녀만 키우는 부모도 각각의 아이를 다르게 좋아하고 다른

관계를 맺는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지만 때로는 다르게 좋
아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것은 입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령기(초등학생) 아동들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자 하며, 부모가
22)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권지성·안재진·최운선(2013). 입양가정 내 형제관계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중앙입양원
대한사회복지회(2015). 예비양부모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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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른 형제가
특권, 인정, 사랑을 받는지 알아보려 하고 차이를 감지하면 형제의 특징(입양
자녀 또는 친생자라는 사실)이 편애를 이끌어낸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부모
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해석이 맞는지 판단한다. 부모가 스스로 공정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자녀의 비난에 과하게 반응하는데 이것은 부지불식 간에
아이의 감정에 확신을 준다.
부모가 편애의 비난을 피하려 너무 애쓰다보면 실제로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
가 빚어지기도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을 똑같이 다루려고 하다보면
한쪽의 요구에 맞추지 못한다. 만약 입양 후 스스로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거
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편애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행동을 살펴보거나
배우자나 친한 친구에게 확인하여 ‘현실 점검’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
다 중요한 사실은 부모가 시간과 정력과 관심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
라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아이는
더 절실한 욕구를 많이 갖고 있으며, 그 아이의 욕구가 갑자기 집요해질 수도
있다. 부모는 마음속에 ‘큰 그림’을 품어야 한다. 아이들의 시야는 매우 한정
적이어서 바로 그 순간만을 볼 때가 많지만, 시간이 가면서 모든 아이가 만족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2)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의 관계
형제자매관계에서 입양형제자매와 비입양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
들이 일부 이루어졌는데(Rende et al., 1992; Stocker et al., 1989), 이들에
따르면 입양형제관계와 비입양형제관계 간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양가정 내의 형제관계는 대개 일반가정 내 형제관계보다 더 복잡한
역동을 지닌다. 일반가정 내에서는 기존 자녀가 부모와 함께 동생의 임신․출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9개월 동안 손위 형제로서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 아동은
엄마의 뱃속에 동생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배를 만져보고 태동
을 느끼기도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마의 배가 점점 커지면서 동생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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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나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아기를 위한 물품들이 집
안에 들어오고 엄마가 출산을 위해 병원으로 가면 엄마가 돌아올 땐 동생과
함께 올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모든 과
정이 상대적으로 짧고, 실체 없이 진행된다. 아동은 동생이 올 것이라는 이야
기를 미리 듣더라도, 눈앞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동생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나타난다. 이러한 경
우 기존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충격과 질투는 출생을 통해 동생을 얻게 된 일
반가정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유자녀입양가정에서 입양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친생자녀는 입양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입양이슈들을 공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입양자녀들은
‘연합’하여 이러한 친생자녀에 대항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
한 유자녀 입양의 경우에는 일반가정과는 달리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형제관
계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친생자녀는 나중에 부모를 대신하여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을 져야 한다.
연장아동의 경우, 연장아동이 갖는 여러 특성들 때문에 입양부모뿐만 아니라
입양형제들도 관계형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신생아입양과 달리
연장아동은 입양형제와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제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 연장아동을 나중에 입양한다면 기존의 자녀가 오히려 동생이 되
는 형제순위의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장아동이 먼저 집
에 있던 동생들의 ‘텃세’를 극복하고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가족 내에서 겉도는 신
세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성남매를 양육하는 입양부모의 경우 주위 사람들이 ‘저렇게 남매가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정말 진지하게 연애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
요?’라는 식의 우려의 말을 듣기도 한다. 이른바 ‘막장 드라마’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출생의 비밀들과 입양 관련 담론들이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들을 심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서 실제로 그
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온 가상 상황을 현실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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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역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자녀 입양가정 내에서의 형제자매
관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며, 입양부모들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미리 알
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3) 친생자녀를 준비시키기
대부분의 가정에서 입양결정을 하는 것은 부모이지만, 입양은 입양가족 전체
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입양가정 내의 기존 자녀는 새로운 형제자매를
맺기 때문에, 입양부모 못지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 자녀가 아직 어려서 입양결정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러
한 준비과정에 기존 자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입양을 결정하기 전 자녀들,
특히 친생자녀와 충분히 상의하고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과정이 입양 이
후의 형제관계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입양자녀들과 ‘부모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형제자매
간의 질투와 경쟁을 유발한다. 이런 경우, 친생자녀는 퇴행이나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부모로서는 착하던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이런 행동이야말로 아이가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표시이다. 입양아
동이 오면 부모는 입양아동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아이가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기존 자녀가 모범적으로 행동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새 형제자매의 출현으로 가족이 어떠한 변화를 겪
는지, 특히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원하며 그래서 규율과 가족
을 시험한다. 따라서 부모는 입양아동의 순조로운 적응을 돕느라 기존 자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친생자녀와의 터울이 큰 유자녀 입양가정의 경우 많은 입양부모들이 손위형
제들이 손아래형제들을 잘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실제로도 다수의 사례
들에서 그러한 양상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례들도 있으며, 그 과
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손아래형제를 입양하기 전에 손위
형제들과 상의하고 충분히 준비했는가가 중요하다. 즉 입양을 결정하기 전부
터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며, 같이 차근차근 준비해갈수록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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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이후 더 잘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큰 터울이 손위형
제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이미 같이
생활해 온 자녀들은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이 온다고 할 때 부모의 양육부담
을 덜어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경우 후기
장년기나 노년기에 접어 들어가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직 어린 동생(들)을 돌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상대를 고려할 때에도 자신의 이
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상대를 염두에 두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친생자녀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부담에 대해서도 입양 전 부모와 충
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들이 주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과 부모역할을 지원하
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유자녀입양가정의 친생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
요하다.
4) 기질적으로 다른 아동의 양육
형제순위는 부모의 양육경험이라는 중요한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어떤 가정
의 둘째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자녀를 이미 양육해본 부모의 돌봄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육경험은 상반된 방향으로 입양아동
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어려움을 경
험했기 때문에 더 잘 키울 수도 있지만, 첫째와는 완전히 다른 기질을 가진
둘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자
녀들에게 다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친생자녀의 경우, 신체특성, 지적 수준, 성격 등에서 부모와 유사성이 있다.
또한 기질적으로도 부모의 기질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입양자녀는 기
질적으로 입양부모와 유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
라서 친생자녀의 양육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둘째를 입양한 부모들은
첫째를 양육할 때와는 전혀 다른 둘째의 기질에 당황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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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자녀 가정의 예비입양부모들은 둘째자녀의 기질은 친생자녀와 전혀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첫째를 양육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어려움과 도전
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
5) 확대가족과의 관계
유자녀가정은 난임 가정보다 입양의사를 밝혔을 때, 주변으로부터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힌다. 입양을 결심하기까지 부부가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변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입양을 하기까지는 큰 결단이 필요하
다. 부부가 합심해서 입양을 결정했다면 외부의 반응에 적대감이나 분노를 품
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입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특히 확대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지체계
로, 확대가족의 입양반대는 입양 후 입양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
의 조부모와 친척들은 자신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친생자녀에 대해 더 많은 애
정을 공공연히 표현하기도 하고, 은연중에 입양아동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기
도 한다. 이러한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 입양부모가 그 자리에서 입양자녀도
친생자녀와 다를 바 없는 그들의 자녀임을 명확하게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
다. 또한 확대가족이 입양아동을 차별하는 것은 입양아동의 잘못이 아니며, 차
별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임을 입양아동에게 명확히 알려준다.
6) 입양동기 및 주위 사람들의 반응
친생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입양을 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며 입양을 선행으로 여기고 입양부모를 칭송한다. 입양을 선행으로 여기
는 이러한 시선은 입양부모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입양부모에게 입양
자녀는 친생자녀와 다름없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좋은 마음으로 그러한 말을
했더라도 그러한 말에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으므로, 입양부모는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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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입양부모 자신도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부모가 되어준다는 마음으
로 입양을 진행하다보면 의협심을 갖기 쉽다. 이러한 의협심은 입양자녀에게
부채감을 갖게 되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동기로 입양을 했든 입양
후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한 명 더 생겼다는 생각으로 아동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

2. 친생자녀들의 입양과 관련된 준비 계획
<활동 18> 친생자녀들의 입양과 관련된 준비 계획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 이 지침은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며, 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소집단 토의를 진행하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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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친생자녀의
입양준비 정도
확인
친생자녀의
준비 계획서
작성
계획서 발표

활동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1) 입양을 결정하기 전 친생자녀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까?
2) 입양결정에 대한 친생자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 친생자녀의 의견을 입양결정에 반영하였습니까? (입양에 반
대하였다면) 친생자녀의 입양반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
까?
4) 형제자매가 생기는 것에 대한 친생자녀의 기대는 어떠합니
까? 그러한 기대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입양 후 가정 내에서 발생할 변화에 대해 친생자녀와 충분히
논의하였습니까?
6) 친생자녀에 대한 입양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추가적으로 더 준비할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친생자녀의 입양준비를 위해 남은 입양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계획서로 작성해주십시오.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포함하기 바랍니다. (별지에 작성)
친생자녀를 준비시키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집단 내에서 발
표하고 서로의 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 때 좋은 계획은
서로 공유하여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에 대한 피드백
을 통해 미흡한 점, 보완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보다
나은 계획서가 되도록 한다.

(4) 3회기 : 입양이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회기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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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단계

1부

2부

강사
Tip

기대
효과

① 입양이 친생자녀에게 갖는 의미를 생각해본다.
② 입양 후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본다.
소요
진행
내용
준비물
시간
방법
<입양이 친생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① 소집단 토의: 주요 이슈들
- 부모의 관심을 두고 경쟁하기
- 질투, 배척하는 태도
- 친생자녀가 성장한 경우, 양육보조자로서의
역할
1시간
활동지
소집단
- 입양부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 친생자녀들이
편지지
토의
갖게 될 부담감
필기
및
- 친생자녀의 입양아동에 대한 감정
도구
발표
② 친생자녀에게 편지 쓰고 발표하기
(고마움과 당부)
<친생자녀의 존재가 입양아동에게 미칠 영향>
① 소집단 토의: 주요 이슈들
- 친생자녀에 대한 질투
1시간
- 나만 엄마가 출산하지 않았다는 속상함 등
② 미래 입양자녀에게 편지 쓰고 발표하기
<유자녀 입양부모 사례발표>
사례발
동성자녀 입양사례, 이성자녀 입양사례, 나이차
표 및
가 많은 자녀 입양사례 등
30분
질의응
<마무리>
답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① 나이 차가 적은 이성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우려
(남매간 사랑 등 드라마의 주요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조
심스럽게 다루어준다.
② 다양한 사례를 한 번에 발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발표사례는 한정하
되,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강사가 강의를 통해 언급해준다.
① 입양이 친생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가 생각해봄으로써, 입양
과정 및 입양 후 양육과정에서 친생자녀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입양부모가 입양 후 입양자녀와 친생자녀 간의 관계형성에 대해 고민하
도록 함으로써, 입양 후 효과적인 형제자매 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3회기 교재 : 입양이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활동 19> 입양이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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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 이 지침은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며, 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소집단 토의를 진행하기 바랍니
다.

단계

활동내용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각자 생각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
누어봅시다.

부모의 입양이
친생자녀에게 - 나의 친생자녀에게 입양을 통해 형제가 생긴다면 가장 도움
미치는 영향 되는 점/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친생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려되는 점에
대비하게 위해 어떤 전략이 요구되나요?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각자 생각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
친생자녀의 누어봅시다.
- 나의 친생자녀의 기질과 성격을 고려할 때 입양아동을 어떻
존재가
입양자녀에게 게 대할 거라고 예상되나요? 좋은 점은 무엇이며 걱정되는 점
미치는 영향 은 무엇인가요?
- 친생자녀가 입양자녀에게 미칠 영향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
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각 입양가정의 친생자녀의 특성에 따라 입양 사건에 대한 영향
피드백
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가정의 상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략에 대해 집단원들이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 느낌전과 소감, 새롭게 알게
소감 나누기 된 점을 나누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
지 애기해본다.
·

<활동 20> 친생자녀에게 편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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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녀에게 편지쓰기>

사랑하는 ○○에게
친생자녀에게 입양 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설명해주고, 입양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편지를 쓰도록 한다. 동생(또는 형, 누나)이 와서
어떠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친생자녀들이 갖게 될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생자녀에 대한 고마움과 당부의 말을 적는다.

자신이 쓴 편지를 발표하고, 친생자녀의 입장에서
소감 나누기 집단별로
입양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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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1> 입양자녀에게 편지쓰기
<미래의 입양자녀에게 편지쓰기>

사랑하는 내 아이 ○○에게
앞으로 만나게 될 자녀에게 집에 있는 형(누나)에 대해 설명해주고,
친생자녀의 존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본다. 또한 자신과 달리
엄마가 직접 낳은 형(누나)을 보면서 입양아동이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러한 감정에 공감해주는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써본다.

자신이 쓴 편지를 발표하고, 입양자녀의 입장에서
소감 나누기 집단별로
친생자녀의 존재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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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
(1) 프로그램 개요

회기

주제

시간
(4시간)

진행방법

1시간

소집단 토의

1시간

강의

프로그램 및 참석자 소개
입양결심까지의 과정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1
재입양과 관련된 이슈
- 재입양의 정의
- 재입양의 과정과 절차
- 재입양과 관련된 이슈
재입양 후 입양아동과 가족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토의 및 대처전략

1시간
30분

소집단 토의
및 발표

재입양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에 미치는 영향
2

30분

재입양가족 사례발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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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기 도입 및 재입양의 이해
<1회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단계

① 재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탐색한다.
② 재입양의 정의, 과정 및 절차를 이해한다.
소요
시간

내용

진행
방법

준비물

<도입>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참석자를 소개한다.

1부

<부부가 입양을 결심하게 된 과정>
재입입양 결정의 계기, 입양주도자, 비주도자
의 반응, 확대가족 및 주변의 반응, 먼저 입
양한 자녀의 반응

1시간

소집단
토의
및
발표

활동지

<입양에 대한 기대와 걱정에 대해 토의하기>

2부

<재입양과 관련된 이슈>
① 재입양의 정의
② 국내 입양부모의 재입양에 대한 욕구
③ 재입양의 과정과 절차
④ 재입양과 관련된 이슈

강사
Tip

① 첫 번째 입양자녀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상 입양자녀를 입양하
게 되는 재입양에 대하여 신중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다.
② 참가자들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입양과 재입양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입양된 아동과 다른 배경 및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
동을 입양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생각을 깨뜨리고, 새롭게 입양을 바라
보도록 한다.

기대
효과

① 참가자의 재입양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재입양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재입양을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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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강의
및
질의
응답

교재

<1회기 교재 : 도입 및 재입양의 이해>

1. 도입
◦ 프로그램을 진행할 실무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집단과정을 소개한다.
◦ 집단의 목적과 공통적 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이 집단은 입양을 신청하신 예비입양부모 중 재입양을 위한

집단 모임입니

다. 이 자리에서는 입양 후 재입양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이슈들을 논의하고,
입양 후 생활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
마나 그러한 변화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탐색해 볼 시간을 갖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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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활동 22> 재입양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
기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이 지침은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며, 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소집단 토의를 진행하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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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내용

조 구성

소집단을 구성하고,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토의를 이끌어갈 조장
을 선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입양결정까 1) 재입양을 맨 처음 고려한 것은 언제입니까?
지의 과정 2) 재입양을 고려하게 된 계기(이유)는 무엇입니까?
3) 재입양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입양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1) 부부의 재입양걸정에 대한 확대가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 부부의 재입양걸정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 재입양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4) 재입양결정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에 변화가 있습니까?

입양에 관한
기대
입양에 관한
걱정
입양절차에
대한 생각

재입양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는 어떠합니까?
재입양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재입양 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떠한 점입니까?
재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3. 재입양과 관련된 이슈
1) 재입양의 정의
재입양은 첫 번째 입양 후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상 연속해서 입양하는
것이다. 재입양을 원하는 입양가정에는 입양부모의 친생자와 입양자녀가 모두
있을 수도 있고, 입양자녀만 있을 수도 있다. 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자녀
가정 입양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입양한 후에 추가로 입양하려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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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다.
2) 국내 입양부모의 재입양에 대한 욕구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재입양에 관한 욕구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향후 추가입양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향후 입양의
향이 있다는 49.6%, 향후 입양할 의향이 없다는 50.4%로 입양할 의향이 있
는 비율보다 약간 높았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입양가족의 과반수가
추가로 입양할 생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향후 입양할 의향은 25.0~66.7%이었고, 향후 입양할 의
향이 없다는 33.3~75.0%로 입양할 의향이 있는 비율보다 다소 높았으며, 전
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차이점은 향후 입양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농
어촌지역거주자, 저연령층, 종교가 있는 경우, 입양자녀가 1명인 경우, 입양기
간이 3~5년 미만인 경우, 소득수준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높았다. 향후 입
양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도시지역거주자, 고연령층, 종교가 없는 경우, 입
양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입양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이

200~300만 원 미만인 경우 높았다. 그러나 성, 교육수준 및 친생자녀유무별
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입양할 의향이 있는 대상은 농어촌지
역거주자로 저연령층에 입양자녀가 1명이고 입양기간이 짧으며, 종교를 가지
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입양할 의향이 없는 대상은 도시지역거주자로 고연령
층에 입양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입양기간이 오래된 편이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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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입양부모의 특성별 향후 입양 의향
(단위:
%, 명)
특성
전체
거주지역
도시
농어촌1)
성
남성
여성
연령
39세 이하
40~49세
50세 이상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 이상
종교유무
유교
무교1)
친생자녀유무
자녀있음
자녀없음
입양자녀수
1명
2명 이상
입양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1)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입양의향 있다
49.6

입양의향 없다
50.4

계(수)
100.0(137)

χ2
-

48.4
66.7

51.6
33.3

100.0(124)
100.0( 9)

-

50.0
49.5

50.0
50.5

100.0( 26)
100.0(111)

.002

64.5
47.4
40.0

35.5
52.6
60.0

100.0( 31)
100.0( 76)
100.0( 30)

50.0
49.0

50.0
51.0

100.0( 40)
100.0( 96)

.012

52.0
25.0

48.0
75.0

100.0(125)
100.0( 12)

3.193

48.1
50.0

51.9
50.0

100.0( 81)
100.0( 52)

-

50.0
45.7

50.0
54.3

100.0( 86)
100.0( 46)

.227

47.4
50.0
52.9
48.4
42.9

52.6
50.0
47.1
51.6
57.1

100.0(
100.0(
100.0(
100.0(
100.0(

19)
46)
34)
31)
7)

57.1
48.5
54.2
47.7

42.9
51.5
45.8
52.3

100.0(
100.0(
100.0(
100.0(

14)
33)
24)
65)

4.016

-

.621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
상
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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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유정 외(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재입양의 절차와 과정
영국 입양기관인 first4adoption에 따르면, 재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와 위탁
부모 빠른 트랙(Fast Track)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빠른 트랙에서
는 의료와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생략하거나 먼저 입양을 진행했던 기관
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재입양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아서, 두 번째 이상의 입양도 첫 번째 입
양과 동일한 서류준비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첫 번째 입양에서 이미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서 두 번째 이상의 입양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
다. 우리나라도 재입양 시기를 고려하여 재입양의 경우는 영국처럼 서류준비
를 간소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재입양과 관련되 이슈들23)
(1) 재입양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에 대한 이슈
두 번째 이상을 입양하는 부모는 첫 번째 입양 경험으로 인해 첫 아이 때보
다 입양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출산하지 않는 아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도 사라지고, 입양기관의 승인과 친생부모의 선택24)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두 번째 입양도 잘 진행되리라 믿는다. 즉 두 번째 아이를 입
양하는 부모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기에 입양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두 번째 이상의 입양도 첫 번째 입양과 비슷하게 진
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두 번째 이상의 입양은 입양부모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도 있으며, 그렇더라고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스스로
되새겨야 한다.
23)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First4adoption(2015). Thinking about adoption again : Second time adopters.
24) 미국의 경우 국내 입양은 친생부모가 입양 보낼 자녀를 위해서 복수의 예비입양부모가 제출
한 학력, 직업, 연령 사진, 양육계획서 등의 포트폴리를 보거나 직접 면담하여 선택하는 과정
을 거친다.

- 340 -

(2) 먼저 입양된 입양자녀 준비시키기
두 번째 이상을 입양하는 부모는 첫 번째 입양에 준비하였던 것 이외에 첫
번째 입양자녀가 받을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첫 번째 자녀가 입양가
정에서 안정적 잘 적응된 이후에 두 번째 입양을 준비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이상의 자녀를 입양할 때는 첫 번째 자녀가 아직 어려서 입양결정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재입양의 준비과정에 첫 번째 입양 자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유자녀 입양과 유사한데, 재입양을 결정하기
전 입양자녀들과 만일 친생자녀가 있다면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함께 차
근차근 준비해가는 과정이 입양 이후의 형제관계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입양자녀들과 ‘부모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형제자매 간의 질투와 경쟁을 유발한다.
(3) 첫 번째 입양과 두 번째 입양간의 간격 및 연령차이
두 번째 이상을 입양하는 부모는 첫 번째 입양자녀가 입양가정에서 안정적
잘

적응된

이후에

두

번째

입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영국의

first4adoption 기관은 첫 번째 자녀 입양 후 최소 2년 후에 재입양을 고려하
는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연령차이도 최소한 2년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하고 있다.
(4) 첫 번째 입양자녀의 친생부모가 다른 자녀의 입양을 원하는 경우
영국의 first4adoption 기관에서는 입양기관에서 친생부모가 두 번째 입양을
원할 때 이 아동을 위해 입양가정을 찾아 보다가 적당한 가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친생부모가 입양 보낸 첫 번째 자녀의 입양부모에게 재입양을 권고하거
나 입양전 위탁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때 입양부모는 두 번째

- 341 -

입양을 거절할 수 있지만, 보통의 입양부모는 이미 입양한 첫째 자녀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입양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려하게 된다. 국내 입양
가정 중에서도 두 번째 입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입양기관에서 첫 번째
입양자녀의 친생부모가 또 다른 자녀를 입양해 주기를 요청하여서, 두 번째
입양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5) 첫 번째 입양자녀와 두 번째 입양 자녀의 특성이 다를 때
모든 아동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입양아동들도 각 자 독특한 특성
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입양부모들은 두 번째 자녀가 모든 면에서 첫 번째
자녀와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기대는 두 번째 자
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자녀와 비교하지 말고 두 번째 자녀의 고유한 특성과 성격을 인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재입양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반대
재입양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반대는 첫 번째 입양보다 더 강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입양부모가 처음 입양할 때는 주변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입양
후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보았고, 그들로 첫 번째 입양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입양에 대한 주변의 반대는 입양부모를 당황하게 할 수 있다.

‘충분

하니까 그만 하는게 어때?’ 또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굳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두 번째 입양을 치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양
부모는 이러한 주변의 편견과 반대에 잘 대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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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회기 재입양이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에 미치는 영향
<2회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① 재입양이 먼저 입양된 입양자녀에게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본다.
② 재입양이 입양아동 및 입양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

단계

소요
시간

내용

진행
방법

준비물

<먼저 입양된 자녀 자녀 준비시키기>
1부

재입양이 먼저 입양된 입양자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토의해 보기

1시간
30분

소집단
토의
및 발표

활동지
편지지
필기도
구

<재입양이 입양부모의 삶에 미치는 영향>
<재입양가족 사례발표>
2부

30분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강사
Tip

① 재입양에 대해 입양부모가 첫 번째 입양자녀, 두 번째 입양자녀, 입양
부모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참가자들이 재입양이 입양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기대
효과

① 재입양이 첫 번째 입양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가 생각해봄
으로써, 입양과정 및 입양 후 양육과정에서 첫 번째 자녀의 입장을 배려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입양부모가 재입양 후 첫 번째 입양자녀와 두 번째 입양자녀 간의 관
계형성에 대해 고려해보는 시간을 통해 입양 후 긍정적인 형제자매 관계
를 형성하는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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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교재>
재입양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으로서의 삶에 미칠 다양한 영향
<활동 23> 먼저 입양된 입양자녀 준비시키기
유자녀 입양 <활동 18>에서 제시한 활동과 동일하므로, 지면관계상 생략
한다.

<활동 24> 재입양 후 입양부모 삶의 변화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 재입양 후 예상되는 삶의 변화에 대해 영역별로 비교표를 작성하고 발표해
보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새롭게 표를 구성해도 좋습니다. 이후 소집단 내
발표를 통해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조언해주는 과
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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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건강 및 체력
경제력
직업적 성취
및 자아실현
시간에너지
가족관계
대인관계

입양 전

입양 후
왼쪽 사항에서 입양 후
음주, 흡연, 식습관, 수면습관, 운동 등 예상되는 변화를 구체적
으로 기록
자산(동산, 부동산) 및 부채현황
월소득, 지출내역, 보험 및 연금, 저축 상동
금액 등 상세히 기록(개인정보이므로
재정상황은 발표하지 않아도 됨)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의 욕구 등 상동
주말/주중을 구분하여, 하루 중
일하는데 쓰는 시간, 자기돌봄에 쓰는 상동
시간, 취미생활에 쓰는 시간, 교회활동
에 쓰는 시간 등
본인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과의 동거 상동
여부, 관계의 친밀도, 만남의 횟수 등
친한 친구의 수, 이웃의 수, 만남이나 상동
연락의 빈도, 관계의 질 등

4) 친족 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
(1) 프로그램 개요

회기

시간

주제

(4시간)

프로그램 및 참석자 소개

진행방법

프로그램 및

친족 입양 결심까지의 과정

1시간

참석자 소개

1시간

강의

1시간
30분

소집단 토의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1

친족입양의 정의
친족 입양과 관련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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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입양 후 입양아동과 가족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토의 및 대처전략

2

친족 입양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이 미치는
영향

30분

친족 입양가족 사례발표

및 발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2) 1회기 참가자 소개 및 입양의 배경과 동기
<1회기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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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① 친족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탐색한다.
② 친족 입양의 정의 및 관련된 이슈를 탐색한다.

단계

내용

소요

진행

시간

방법

1시간

참석자

준비물

<도입 : 참가자 소개 및 소집단 구성>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참석자를 소개한
다.

1부

<친족 입양을 결심하게 된 과정>
① 친족 입양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
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활동지

소개

② 참가자들이 친족 입양을 선택하게 된 특
별한 배경이나 동기가 있는 탐색한다.
<입양에 대한 기대와 걱정에 대한 토의>

<친족 입양과 관련된 이슈>
2부

① 친족 입양의 정의

1시간

강의

교재

② 친족 입양과 관련된 이유
① 참가자가 친족 입양에 대해서 신중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
강사
Tip

도록 한다.
②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친인척일 때 아동과의 관계가 좋았으므로, 입
양 후 좋은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을 경계하도
록 한다.
① 친족 입양에 대한 참가자의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

기대

다.

효과

② 친족 입양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친인척 입양을 보다 현실적으로 받
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1회기 교재: 참가자 소개 및 입양의 배경과 동기>

1.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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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진행할 실무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집단과정을 소개한다.
◦ 집단의 목적과 공통적 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이 집단은 입양을 신청하신 예비입양부모 중 친족 입양을 위한

집단 모임입

니다. 이 자리에서는 친족 입양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해 볼 시
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즉 혈연이나 인척관계에 있었던 친족 입양은 일반 입
양가정에 비해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자원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점, 입양 후
가족관계를 재정리하여야 하는 점 등 친족 입양과 관련된 이슈를 탐색할 것입
니다. 그리고 예비입양부모는 입양 후 생활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러한 변화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탐색해볼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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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족 입양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활동 25> 친족 입양 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
유하기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 이 지침은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며, 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소집단 토의를 진행하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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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조 구성

활동내용
소집단을 구성하고,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토의를 이끌어갈
조장을 선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입양결정까지의 1) 친족 입양을 맨 처음 고려한 것은 언제입니까?
과정
2) 친족 입양을 고려하게 된 계기(이유)는 무엇입니까?
3) 친족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1) 부부의 친인척 입양걸정에 대한 확대가족의 반응은 어떠
했습니까?
입양에 대한 2) 부부의 친인척 입양걸정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어
주위 사람들의 떠했습니까?
반응
3) 친족 입양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
습니까?
4) 친족 입양결정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에 변화가 있습
니까?
입양에 관한 친족 입양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는 어떠합니까?
기대
친족 입양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입양에 관한 친족 입양 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떠한 점입니까?
걱정
입양절차에 대한 친족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
생각
까?
3. 친족 입양과 관련된 이슈
1) 친족 입양의 정의
친족입양은 예비입양부모의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라고 정
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친족 관계의 정의와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

767조에 따르면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 제
768조와 769조에 따른 혈족, 인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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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

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
내의 인척 및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친족 입양은 예비입양부모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었던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2) 친족 입양과 관련된 이슈
(1) 일반 입양 대상 아동과 친족 입양 대상 아동의 특성 비교
일반 입양아동과 친족 입양아동의 특성을 비교하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입양과 비슷한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외국의 선행
연구(Farmer, 2009)에서 지적하였듯이, 친족위탁의 경우 정서행동 문제가 덜
심각하거나 발달성과가 우수한 아동들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즉, 여러 심각
한 심리·사회 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친족이 양육부담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여 일반위탁으로 배치될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강현아
(2015) 등도 국내연구에서 아동이 배치 시부터 일반과 친족위탁 유형 간에
아동 발달이나 문제행동 측면에서 이미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한편 일반 위탁과 친족 위탁 후의 위탁아동의 발달결과에 관한 영국와 미국
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어느 유형이 더 낫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대체
적으로 친족위탁이 열악한 양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성과에 있어서
일반위탁아동보다 더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결론을 조심스럽
게 내릴 수 있다(강현아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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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입양부모와 친족 입양부모와의 특성 비교
먼저 일반 입양부모와 친족 입양부모는 입양배경 및 동기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 입양부모는 난임이나 아동복지적 동기, 신앙적 동기 등 본인
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하지만, 친족 입양부모는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이 친생부모와 분리되어 입양대상 아동이 되는 시점부터 입
양을 고려하게 되므로 입양의 고려하게 된 배경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일반 입양부모와 친족 입양부모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자원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입양부모와 친족 입양부모의 심리적·사회
적·경제적 자원의 차이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일반 가정위탁과
친족 가정위탁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등 모든
측면에서 친족 가정위탁이

혈연관계가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위탁부모 역할을

하는 일반위탁가정에 비해 일반 가정위탁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였
고, 이 점이 친족 가정위탁의 가장 큰 단점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어려운 가
계형편에 놓여있는 친족에게 아동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
도 제기된다(강현아 외, 2015).
세 번째로 일반 입양과 비교하여 친족 입양의 장점은 친족 가정위탁의 장점
과 유사할 수 있으며, 친족 가정위탁의 장점을 제시한다. 일반위탁에 비해 친
족 위탁은 위탁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물리적 환경에 있어 불리한 측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탁아동과 위탁부모가 친족 관계였으
므로, 동일한 가족문화공유를 기반하여 양육자와 아동 간 이미 신뢰 및 애착
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 및 친밀감으로 인
해 친족 위탁부모가가 일반 위탁부모보다 아동에게 더 큰 헌신을 제공할 가능
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친족 가정위탁의 장점으로 인해 앞에서도 제시하
였듯이 대체적으로 일반 위탁에 비하여 친족위탁이 열악한 양육환경에도 불구
하고 아동의 발달성과에 있어서 일반위탁아동보다 더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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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 전과 후의 가족 관계의 변화
가정위탁의 경우 위탁전과 후에 법적인 측면에서 가족관계의 변화가 발생하
지는 않지만, 입양의 경우는 입양 후 가족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입양아동
과 입양부모 및 가족구성원 간의 재적응의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친족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은 보통 큰 아버지와 큰 어머니, 작은 어버지와 작은 어
머니, 고모와 고모부, 외삼촌과 외숙모, 이모와 이부모 등과 조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변화되게 된다. 이 경우에 친족입양부모와 입양아동 모두
새로운 가족관계에 정체성을 형성하여야 한다. 친족입양의 경우 이미 입양부
모에게 친생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촌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
은 입양부모의 친생자와 입양자녀들이 형제자매 관계로 관계를 재 형성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참고로 가정위탁의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이 존재하고 그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입양은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부모 입양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입양 후 새롭게 형성되는 형제
자매 간의 관계는 유자녀 입양 부분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4) 친족 입양 후 사후서비스
친족 입양도 일반 입양과 동일하게 입양 후 사후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지
만, 재정과 인력의 한계로 입양기관에서 입양 후에 친족 입양보다는 일반 입
양가족을 위한 사후서비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가정위탁보호 사
업에서도 친족 위탁보다는 일반 위탁가정에 사후서비스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친족 입양은 아동과
부모가 친족관계에 있었다는 점, 정서적 유대가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은 있지만,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자원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일반
입양과 동일하게 입양 후 사후서비스 및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5) 친인척 위탁과 친족 입양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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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계에 있던 아동이 친생부모와 분리하게 되어 새로운 가정이 필요하게
되면, 친족 관계 있는 어른들은 양육의 포기, 가정위탁, 입양 중에서 어떤 것
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만일 국가 및 사회에서 가정위탁과 입양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고,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라면 친족 관계에 있던 어른들
은 양육의 포기보다는 가정위탁과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이다.
입양을 고려하여 있는 예비입양부모는 가정위탁과 입양의 법적 차이,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지원의 차이, 사회적 인식에 대한 차이를 모두 고려하여
아동을 위한 최선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354 -

<표 Ⅱ-6> 가정위탁·입양·시설보호아동의 경제적 지원 비교
국기법
분 류

에 의한
급여

O

가정위탁

양육

의료

수당

급여

O

(월)

심리

자립

대학

치료비

정착금

등록금

O

△

O

(12만원)

O

(일부
지자체)

입양25)

X

O

O26)

O

X

X

O

O

O

(15만원)

시설보호

O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O

O27)
(12만원)

출처: 변미희 외(2015). 변화하는 입양환경에서 입양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한국

아동복지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 2회기 친족입양이 입양아동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
25) 장애아동입양 : 중증 장애인 627천원, 경증 장애인등 그 외 지원 대상 551천원,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26) 만 15세까지 지원
27) 시설아동 개인별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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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프로그램 개요>
① 친족 입양의 입양아동, 입양부모 및 가족구성원에게 가지는 의미를
목표

생각해본다.
② 친족 입양이 입양아동, 입양부모 및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
소요

진행

시간

방법

① 친족 입양의 입양아동, 입양부모 및 가

1시

소집단

족구성원 특히 친생자녀에게 가지는 의미

간

토의

단계

내용

준비물

<친족 입양이 입양아동 및 가족의 삶에 미
치는 영향>
1부

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30분

② 친족 입양이 입양부모의 삶에 미치는

워크북
필기도구

및 발표

영향에 대해 토의해 본다.
사례발

<친족 입양가족 사례발표>
2부

다양한 친족의 입양가족 사례를 발표한다.
<마무리>

30분

표 및
질의응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답

① 친족입양에 대해 입양부모가 입양자녀, 친생자녀 및 가족구성원의 관
강사

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Tip

② 참가자들이 입양대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장기적 관점에서 친족 입
양을 고려하도록 격려한다.
① 친족 입양이 입양아동, 입양부모 및 가족구성원 특히 친생자녀에게

기대
효과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생각해 봄으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친족 입
양을 생각볼 수 있다.
② 입양부모의 친생자녀가 있다면, 친족 입양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형
제자매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활동 26> 친생자녀들의 입양과 관련된 준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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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입양 <활동 18>에서 제시한 활동과 동일하므로, 지면관계상 생략한
다.
<활동 27> 친족 입양후 입양부모 삶의 변화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 친족 입양 후 예상되는 삶의 변화에 대해 영역별로 비교표를 작성하고 발
표해보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새롭게 표를 구성해도 좋습니다. 이후 소집단
내 발표를 통해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조언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역
건강 및
체력
경제력
직업적 성취
및 자아실현
시간에너지
가족관계
입양후
형제자매
관계
대인관계

입양 전
음주, 흡연, 식습관, 수면습관, 운동
여부 등
자산(동산, 부동산) 및 부채현황,
월소득, 지출내역, 보험 및 연금, 저
축금액 등 상세히 기록(개인정보이
므로 재정상황은 발표하지 않아도
됨)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의 욕구 등
주말/주중을 구분하여, 하루 중
일하는데 쓰는 시간, 자기돌봄에 쓰
는 시간, 취미생활에 쓰는 시간, 교
회활동에 쓰는 시간 등
본인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과의 동
거여부, 관계의 친밀도, 만남의 횟
수등
입양부모에게 친생자가 있다면 친
생자와 친인척 입양자녀와의 관계
친한 친구의 수, 이웃의 수, 만남이
나 연락의 빈도, 관계의 질 등

입양 후
왼쪽 사항에서 입양 후 예
상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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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신자 입양가정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
(1) 프로그램 개요

회기

시간

주제

(4시간)

진행방법

참석자 소개
30분

간단한 게임

1시간

소집단 토의

독신자 입양 관련 이슈

30분

강의

입양 후 삶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기

1시간

아이스 브레이킹
1

성별에 따라 4~5명씩 소집단 구성
입양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들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에 대해 공유하기

2
소집단 토의
및 발표, 강의

입양 그리고 한부모 가족으로 살아가기

30분

소집단 토의
및 발표

3
30분

독신자 입양부모 사례발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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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기 도입 및 입양결심 과정, 입양 관련 기대와 걱정 공유하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① 독신자로서 입양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소집
단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다.
②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에 대해 나눔으로써, 입양과정에서의 불
안감을 감소시킨다.

단계

내용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1부

<도입 : 참가자 소개 및 소집단 구성>
① 새롭게 구성된 집단이므로 각자 소개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
② 성별에 따라 4~5명씩 소집단을 구성한다.

30분

게임

게임에
필요한
소품

1시간

소집단
토의

워크북

2부

<입양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공유하기>
: 입양결정의 계기, 가족들의 반응, 주변의
반응 등
<입양에 대한 기대와 걱정에 대해 토의하기>

강사
Tip

① 남성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경험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집
단을 구성한다. 참여자 수가 많지 않으면 전체 집단으로 운영한다.
② 왜 입양을 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중점적으로 탐색한다. 입양은
아동을 위한 것이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영구적 과정임을 알고 있는
지 확인한다.

기대
효과

① 유사한 상황에 처한 독신자 입양부/모들과 입양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입양결정에 대한 확신과 지지를 얻는다.
②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에 대해 나눔으로써, 입양과정에서의 불
안감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님을 알고 안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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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교재: 도입 및 입양결심 과정, 입양 관련 기대와 걱정 공유하기 >

1. 도입 및 소집단 구성
◦ 프로그램을 진행할 실무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집단과정을 소개한다.
◦ 집단의 목적과 공통적 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이 집단은 입양을 신청하신 예비입양부모 중 독신가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이시간에는 한부모 가족이라는 점이 입양절차를 진행하고, 입양 후 입양가족
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함께 탐색 해보려고 합니다.
◦ 아이스 브레이킹: 다양한 게임을 통해 참석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
는
시간을 갖는다.
<자기소개 게임>
· 첫 사람이 자신의 특징 또는 기분을 네 글자로 이야기하고 뒤이어 자기 이
름을 이야기한다. ex) 절세미녀 김◯◯
· 다음 사람이 첫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후, 자신의 기분과 이름을 덧
붙인다.

ex) 절세미녀 김◯◯ 완전당황 이◯◯

사람 수가 늘어지면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점점 더 많아진다. 더 이상 기억
하지 못하는 참가자가 나오면 벌칙을 주고, 그 사람부터 다시 게임을 시작한
다.
<상대방 소개해주기>
·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 두 사람씩 앞으로 나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집단 앞에서 소개해준다. 이
때 상대방이 얘기해준 정보 외에 자신이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얘기할 수
있다.
◦ 남· 녀 집단을 구분하여 소집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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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활동 28> 입양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이 지침은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며, 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소집단 토의를 진행하기 바랍니
다.

단계
조 구성

활동내용
소집단을 구성하고,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토의를 이끌어갈 조
장을 선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입양결정까지 1) 입양을 맨 처음 고려한 것은 언제입니까?
의 과정 2) 입양을 고려하게 된 계기(이유)는 무엇입니까?
3)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입양에 대한 1) 본인의 입양걸정에 대한 확대가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2) 본인의 입양걸정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반응
3) 입양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4) 입양결정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에 변화가 있습니까?
입양에 관한 입양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는 어떠합니까?
기대
입양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입양에 관한 입양 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떠한 점입니까?
걱정
입양절차에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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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기 독신자 입양의 영향과 이슈
<2회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단계

① 독신자 입양과 관련된 이슈들을 고찰해본다.
② 입양이 자신의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생각해본다.
내용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1부

<독신자 입양과 관련된 이슈>
① 독신자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② 자녀양육을 위한 지지 시스템

30분

강의

교재

2부

<입양 후 삶의 변화>
① 입양 전-후에 대한 비교표 작성하고 발표
하기
- 생활양식(life style)의 변화
- 재정상황의 변화
- 시간사용의 변화
- 이성친구(애인)와의 관계 변화
- 가족관계의 변화
- 대인 관계상의 변화

1시간

소집단
토의
및 발표

활동지

강사
Tip

① 독신자 입양은 혼자서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
이며, 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입양 후 삶의 변화에 있어 이
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참가자들이 독신자 입양에 반대하는 입장과 이들에 대한 편견에 민감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조심스럽게 주제를 다룬다.

기대
효과

① 독신자 입양과 관련된 이슈를 다룸으로써,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예상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독신자 입양에 대한 편견에 대해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
③ 입양 후 발생할 삶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함으로
써, 입양 후 실제에 대해 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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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교재 : 독신자 입양과 관련된 이슈>

1. 독신자 입양과 관련된 이슈28)
독신자 입양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6년 7월, 정부
는 국내입양활성화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독신자 입양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독
신자 입양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독신자 입양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독신자로서 입양을 하려는 성인은 이와 관련된 많은 편견과 우려 섞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독신인 성인도 결혼한 부부 못지않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으며, 성공적인 입양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독신부
모는 불안하거나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상대가 없다. 따라서 견
고한 지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즉, 성공적인 독신자 입양
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은 독신자 입양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다.
1) 독신자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독신입양부모가 입양을 결정할 때는 입양기관, 친척, 친구로부터 반대를 더
많이 받는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최근에는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 많아졌지만 이는 대개 사별, 이혼, 또
는 뜻하지 않은 미혼임신 등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이며, 입양을 통해 한부모
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이에게 최상의 양육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할 것이라
는 편견과 일반적인 관습에서 벗어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독신자 입양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입양이 요보호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
을 제공해주기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이며, 이러한 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부모 가정에 아동을 입양배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독신자 입양을 통해 한부모 가족을 이루는 것

28)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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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며, 아동을 입양보낸 친
생모도 그러한 결정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반면, 독신자 입양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일반적인
가정에 입양되기 어려운 아동들(연장아, 장애아동 등 특수욕구 아동)의 경우
시설에서 양육되는 것보다는 한부모 가족이라도 영구적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든 독신자 입양은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경우 독신자 입양은 일반가
정에 입양되기 어려운 특수욕구 아동(장애아동 및 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독신자 입양부모가 왜 입양을 하려고 하는지 동기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과연 이들이 다른 입양부모들만큼 아동을 잘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한 편견에 맞서 독신 입양부모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보여야 하는 압박에 시달린다.
특히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과 함께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면
서, 입양특례법에서는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
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신인 예비입양부모는 기혼 부부에 비해
입양허가를 받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내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불안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입양기관
에서는 독신 입양부모에게 특히 까다로울 수 있는 입양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입양절차 및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필
요하다.
2) 자녀양육을 위한 지지 시스템
독신부모가 아동을 효과적으로 양육하고자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
척 등 지지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연구를 통해 독신입
양부모도 기혼부부처럼 주변에서 지지를 받을 때 보다 수월하게 적응기간을
지나고 애정 또한 빠르게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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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만 충분한 인적, 재정적, 심리적 자원이 있다면 독신자도 입양부모로서 성
공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
독신부모는 경제적 활동과 자녀양육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므로, 부모역할을
하는 중 직면하는 불가피한 응급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일과
상사를 만나야 한다.
또한 마음의 여유를 위해서, 혹은 현실적 이유로, 독신부모는 질병이나 장애
의 발생에 대비한 의료보험과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아이가 보장받을 수 있도
록 생명보험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부모가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더
라도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얼마간의 여유자금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은
친생부모나 기혼부부가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
이나, 특히 독신입양부모에게는 더욱 필수적이다.
(2) 정서적·인적 지원
대다수의 입양부모처럼 독신부모도 ‘슈퍼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느낄 때가 많
다. 주위의 만류와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결정했기 때문에, 불만이
나 실패의 느낌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독신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동일한 처지에서 자녀를 양육
하는 다른 한부모들을 통해 더 많은 힘을 얻는다.
이러한 정서적 지원 외에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독신부모는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나, 급할 때 아이를 봐주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에게 장애가 있
거나 행동문제 등이 있을 때에는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독신부모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주변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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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위의 정서적, 인적 지원을 통해 독신부모
의 심리적 소진을 막고, 궁극적으로 더 건강한 입양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3) 자신 돌보기
가정 조사 시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독신입양부모의 달라질 사회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신청자보다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더 많은 걱정

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실 대부분의 독신부모는 너무 헌신적이어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으
려는 경향이 있다. 독신부모는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직업을 갖
고 있는 다른 부모와 같은 생각을 한다. 자유시간은 아이와 보냄으로써 직장
에서 지낸 시간을 보상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입양 전 혼자 살았던 독신부모라면 아이
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가 없었던 시절의 생활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심리적 소진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아이를 떼어놓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
도 중요한 일이며,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결국은 아동과의 관계
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부모가 어른으로서 직장생활 뿐 아니라 사회생활이
있다는 점을 아이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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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 후 삶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기
<활동 29> 입양 후 삶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기
※ 입양 후 예상되는 삶의 변화에 대해 영역별로 비교표를 작성하고 발표해보
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새롭게 표를 구성해도 좋습니다. 이후 소집단 내 발
표를 통해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조언해주는 과정
이 필요합니다.

영역
입양 전
음주,
흡연,
식습관,
수면습관, 운동
생활양식 여부 등
자산(동산, 부동산) 및 부채현황
월소득, 지출내역, 보험 및 연금, 저
재정상황 축금액 등 상세히 기록
(개인정보이므로 재정상황은 발표
하지 않아도 됨)
주말/주중을 구분하여, 하루 중
일하는데 쓰는 시간, 자기돌봄에 쓰
시간사용 는 시간, 취미생활에 쓰는 시간, 교
회활동에 쓰는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
이성친구(애인)가 있다면 얼마나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 어
이성관계 오랫동안
떤 관계인지, 입양에 대한 이성친구
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을 기록
본인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과의 동
가족관계 거여부, 관계의 친밀도, 만남의 횟
수 등 기록
친한 친구의 수, 이웃의 수, 만남이
대인관계 나 연락의 빈도, 관계의 질 등을 상
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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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왼쪽 사항에서 입양 후 예상
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 3회기 입양 그리고 한부모가족으로 살아가기
<3회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① 입양아동의 양육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
② 자녀양육에 필요한 자원과 지지를 탐색하고 접근방법을 안다.

단계

내용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1부

<구체적 양육계획 세우기>
① 일을 하는 동안 누가 입양아동을 돌볼 것
인지에 대한 보육시스템 점검
② 비상 시 누가 입양아동을 대신 돌보아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상지원체계 점검
③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 및 사회적
지지망 탐색
④입양아동의 성장에 따른 연령별 구체적 양
육계획 세우기

30분

소집단
토의 및
발표

워크북

30분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독신자 입양부모 사례발표>
2부

<마무리>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강사
Tip

①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없는 경우, 이후 가정조사 과정에서 입양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리고,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② 독신자 입양부모 사례발표는 남성의 사례와 여성의 발표가 모두 포함
되도록 하여 진행한다.

기대
효과

① 구체적 양육계획을 세움으로써 입양 후 가정 내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실제 독신가정 입양사례를 보고,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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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교재 입양 그리고 한부모가족으로 살아가기 >

1. 구체적인 양육계획 세우기
<활동 30> 구체적인 양육계획 세우기
※ 한부모로서 입양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도움을 구
할 수 있는 자원목록을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양식은 필요에 따라 변경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영역

질문 목록
정규시간에 일을 하는 동안 아동을 돌
사람(기관)은 누구(어디)인가?
보육 보아줄
회식, 출장 등으로 집을 비
시스템 울야근이나
때 아동을 돌보아줄 사람(기관)은 누
구(어디)인가?
비상 시(입양부모가 아프거나 아이가
비상지원 아파서 기관이나 학교를 못갈 때 등 예
체계 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누가 입양부
모를 도와줄 수 있는가?
·
·

계획/자원
계획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고 자원은 1순위, 2순위
등 생각나는대로 모두 쓴
다.

·

입양기관, 병원, 사회복지기
양육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 관 등은 공식적 지원체계에
양육 는자녀를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체계에는 어떠 해당
지원체계 한 것들이
있는가?
친구, 이웃, 교회 등은 비공
식적 지원체계에 해당
아동의 발달단계를 구분하
아동 연령별 교육기관 이용계획
여 양육계획을 세워본다.
아동의
성장에
따른
재정/소득
확보
연령별
영아기
자녀양육 계획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별
가족활동에
대한
계획
계획
학령기(초등학생)
아동 연령별 학습지원 계획
아동연령별 양육지원체계 이용계획 등 청소년기(중고등학생)
성인기(대학생 이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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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입양가정을 위한 예비입양부모교육
(1) 프로그램 개요

회기

시간

주제

진행방법

(4시간)

프로그램 및 참석자 소개
국제입양 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1

30분

참석자 소개

1시간

국제입양의 이해

30분

국제 입양 후 입양아동과 가족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 토의하기
국제 입양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이 미치는
영향

강의

1시간
30분

국제입양인과 국제입양가족 사례발표

30시간

다문화 이해 교육

1시간

각 각

토의 및 발표

토의 및 발표
외부기관교육
강의

~

2

및

1시간

질의응답

30분

입양 아동의 출신국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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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기 국제 입양의 이해
<1회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단계

① 국제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탐색한다.
② 국제입양의 개념, 현황, 입양대상아동의 특성 등에 대하여 이해한다.
내용

소요
시간

진행
방법

30분

참석자
소개

활동지

강의

교재

준비물

<도입: 프로그램 및 참석자 소개>

1부

2부

3~4 가족(6~명)씩 소집단 구성
<국제입양 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
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
참가자들이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중에서 국
제입양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나 동기
가 있는 탐색하고, 국제입양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한다.
<국제입양의 이해>
① 국제입양 및 대상아동의 특성 이해
② 국제입양의 과정 및 절차>
③ 국제 입양과 관련된 이슈

1시간
30분

<국제 입양 후 입양아동과 가족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 토의하기>
입양아동의 발달 지체, 의료적 문제, 심리
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형제자매와의 결등
외모의 차이로 인한 차별, 양육부담으로 인한
가족 갈등, 경제적 문제 등
<국제 입양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이 미치
는 영향>
출신국과 원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입양
아동의 삶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본다. 국
제입양아동의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해본다.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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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및
발표

활동지

단계

내용

소요

진행

시간

방법
사례발표

<국제입양인과 국제입양가족 사례발표>
2부

30분

<마무리>

준비물

느낌과 소감을 나눈다.

및
질의응답

① 인종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는 국제입양에
강사
Tip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돕는다.
② 출신국에서 입양가정을 찾지 못해서 국제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국제
입양아동의 배경, 특별한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역할을 하게 되
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① 국제입양에 대한 참가자의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다.

기대
효과

② 국제입양 전반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국제입양을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③ 국제입양이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해
서 이해함으로써 국제입양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회기 교재 : 국제입양의 이해>

1. 도입
▢ 프로그램을 진행할 실무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본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한다.
▢ 교육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목적과 공통적 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이 집단은 입양을 신청하신 예비입양부모 중에서 국제 입양을 위한

집단 모

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제 입양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해볼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종, 언어,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동을 입
양하는 국제입양은 입양 후에 국내입양보다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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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교육에서는 국제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탐
색함으로써, 예비입양부모가 국제입양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
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예비입양부모는 입양 후 생활
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러한
변화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탐색해 볼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2. 국제입양 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
기
국제입양 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기는 소집
단 토의로 진행되며 아래에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소집단
토의 후에 전체 구성원에게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상호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진행자가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게 된다.

- 374 -

<활동 31> 국제 입양 결심까지의 과정 및 입양과 관련된 기대와 걱정을 공
유하기
<소집단 토의를 위한 지침>
※ 이 지침은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며, 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소집단 토의를 진행하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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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내용
구성하고,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토의를 이끌어갈 조장
조 구성 소집단을
을 선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입양
국제입양을 맨 처음 고려한 것은 언제입니까?
결정까지의 1)
2) 국제 입양을 고려하게 된 계기(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정
3) 국제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눈다.
1) 부부의 국제 입양걸정에 대한 확대가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
입양에 대한 까?
주위
2) 부부의 국제 입양걸정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
사람들의 까?
반응
3) 국제 입양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습
니까?
4) 국제 입양결정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에 변화가 있습니까?
입양에 국제 입양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는 어떠합니까?
관한 기대 국제 입양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입양에
관한 걱정 국제 입양 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떠한 점입니까?
입양절차에 국제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대한 생각
3. 국제 입양의 이해
1) 국제입양 및 대상아동의 특성 이해
(1) 국제입양의 정의
국제입양은 예비입양부모가 부모의 국적과 다른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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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아동을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가로 입양 보내는 출신국 관점의
입양과 아동의 국적과 다른 국가에서 입양을 통해 아동을 받아들이는 수령국
관점의 두 개의 유형이 있다.
먼저 현행 우리나라 입양특례법(2015)에서는 출신국 관점으로, 국외입양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이와 같은 출신국 관점의 국제입양은

예비입

양부모가 외국인 이므로 예비입양부모가 소속된 국가의 입양기관에서 예비입
양부모교육을 비롯한 입양준비를 하면 되므로 본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두 번째로 향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수령국 관점의 입
양 즉 국외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아동을 국내 또는 국외에 거주
하는 한국 국적의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비입양부모 교
육이 필요하다.
(2)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특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특성은 먼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 제시하고 있
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출신국의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가 없고, 출신국 내

에서 입양가정을 찾지 못하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원가
정 보호가 원칙이며 다음으로 국내입양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이익
을 보장하기 위해 국외입양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설보호가 가장 마지막 방안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제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특성은 국내 자료가 없으므로, 스
웨덴

사회복지부(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Socialstyrelsen,)와 스웨덴국제입양당국이 발행한 ‘특별한 아동을 위한 특별
한 부모(Special parents for special children)의 내용을 제시한다(2007).
스웨덴 국제입양당국은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출신국에서 사회적 약자이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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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포기한 경우
◦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친생부모가 포기한 혼혈아동
◦ 친생부모가 아동의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아동양육시설(고아원)에 보낸
아동
◦ 영양실조로 건강하지 못한 아동
◦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아동을 포기한 경우
◦ 친생부모는 약물 남용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
◦ 친생부모가 다양한 원인으로 위기에 처해서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 친척
들이 아동양육시설(고아원)이나 입양기관에 보낸 아동
◦ 나이가 든 아동,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르는 아동, 함께 입양되기를 원하는
형제자매
2) 국제입양의 과정 및 절차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나라는 현재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중이므로 예비입양부모교육이
필요한 수령국 관점의 국제입양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실무지침 등이 준비되지
있지 않다. 따라서 수령국 관점의 국제입양의 과정 및 절차는 제시하지 못하
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내용만 제시한다.
(1) 협약의 기본정신
① 입양은 아동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함
② 보충성의 원칙 :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다음으로 국내입양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입양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설보호가 가장 마지막 방안이 되어야 함
③ 수령국과 출신국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④ 엄격한 기준을 갖춘 입양기관만 인가하여야 함
⑤ 아동유괴, 밀거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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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약의 의미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 및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입양을 통한 유괴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며, 체약국 간의 중앙당국에 의한 입양승인을 통해 입양아
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다.

(3) 주요 협약국
현재 90개국이 당사국이며, 이 중 2/3는 입양을 보내는 출신국이고 나머지
1/3은 입양을 받는 수령국에 해당한다
(중앙입양원, https://www.kadoption.or.kr, 2015)
3) 국제 입양과 관련된 이슈29)
(1) 민족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 관련 이슈
아동이 출신국에서 입양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입양되면서 모국을 떠나면
서 얻는 만큼 잃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며, 이는 아동에게 해가 될 수
도 있다. 안정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갖는 일은 이러한 불이익을 상쇄하
고도 남을 만큰 중요하므로 타인종 입양이나 국외입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아동이 본래의 혈통, 문화에서 성장했다면 가졌을 문화정체
성과 민족 정체성을 입양부모가 제공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이 부분
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너 살이 되면 외모의 차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구별할 수 있으며,
네 살에서 일곱 살이 되면 아동은 신체 특징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안
다. 즉 아동들은 관찰과 간접메시지를 통해 인종에 대한 태도를 배우고, 다른
인종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를 보고 자기 이웃을 본다. 그리고 다른 사
29)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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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의 대화를 들으며, 그 안에 함축된 사회적 의미를 배운다. 책을 읽고 친구
들의 말을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부모가 다른 피부색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한국인인 타 인족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거나, 인종
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문제로 보거나, 창피하다고 느끼기도 한
다.
입양아동들은 입양부모와 같은 피부색, 같은 인종이기를 원하며 자기의 피부
색과 인종적 특성을 못 마땅해 할 수 있다. 입양부모는 아동의 피부색과 인종
적 특성은 정상이며, 자신은 아동의 이러한 특성을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은 그저 자신의 특징 중의 하나에 불만이 있거나 부모와 닮으
며 더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동에게는 지금의 모습 그
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만일 아동의 불만이 계속되면, 자아존
중감이나 인종 정체성에 문제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양아동이 민족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방법을 제시하겠다. 민족성이란 국가의
기원, 언어, 종교, 조상, 문화 등의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에 속한다는 의미이
다. 민족이란 생물학적, 역사적 사실이며, 개인이 성장한 문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문화란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
람들이 발달시킨 것이다. 소통하기 위해 만든 것이 관습과 전통이며, 자기 세
계의 의미를 만드는 종교적 신앙과 그 신앙을 표현하는 의식이 있으며, 상징
적이고 미적인 표현이 의복, 예술, 음악이다. 문화는 그 민족 집단의 관습과
신앙을 결정하며 그 집단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든다.
먼저 입양아동이 국외입양이 되면 자신의 조상이나 현 시대 사람과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를 잃게 될 수 있는데, 이 때 입양부모는 아동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나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출신국의
인종, 언어,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신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이 다른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문화지평
을 넓혀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입양부모는 입양아동들이 자기
나라 인형 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인형을 모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여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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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래 동화를 읽거나 듣고, 다른 종교, 다른 음식, 다른 역사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편견과 인종주의와 관련된 이슈
먼저 입양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한 편견을 다루어야 한다. 구
체적으로 입양부모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한 형태는 힘든 인생이 될 뻔한 아
이들을 ‘구조’했다는 태도이다.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영양실조에 걸
린 충분한 영양을, 가난한 아이에게 중산층의 혜택을 주었다는 식이다. 이러한
믿음의 기저에는 인종주의나 민족주의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중산
층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의 저소득층에서 성장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구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조난자라는 설정에는 자신을 구해준 부모에게 갚아야 할 의
무가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며,
아동들은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분노를 사게 된다.
두 번째로 입양부모는 자신과 자녀와의 다른 점에 관대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다른 차이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부모가 입
양아동이 밖에서 편견을 경험할 때는 흥분하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관
대하지 않을 때 아동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로 입양부모는 인종과 관련한 자녀의 기대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양인 딸이 수학에 뛰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키가 큰
흑인아동이 축구나 달리기를 잘 할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
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기대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사람들의 편견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 들어가는 순
간 국외 입양된 아동들은 편견에 맞닥뜨리게 되며, 인종에 대해 잘못된 지식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가 힘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
외입양된 아동들은 외모나 피부색으로 인해 놀림, 비판, 모욕 같은 편견을 접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한국을 방문한 많은 국외입양인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에 능숙하거나 한국의 역사, 전통문화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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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4.

입양 후 삶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기

1) 국제 입양 후 입양아동과 가족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
국제 입양 후 입양아동과 가족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 즉 입양아동의
발달 지체, 의료적 문제, 심리적·정서적·사회적 문제, 형제자매와의 갈등, 외모
및 인종으로 인한 차별 및 편견, 의료적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 입양후 양
육부담으로 인한 가족 갈등 및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본다.
2)

국제 입양이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이 미치는 영향

<활동 32> 국제 입양후 입양아동 및 입양부모 삶의 변화
※ 국제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예상되는 삶의 변화에 대해 영역
별로 비교표를 작성하고 발표해보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새롭게 표를 구성
해도 좋습니다. 이후 소집단 내 발표를 통해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
으로 조정하도록 조언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제입양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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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입양 전
영양실조, 질병이나 장애에 대
건강 및 체력 한 적절한 치료 및 개입이 없
거나 부족한 상태
음식
출신국의 음식
언어
출신국의 언어
출신국의 종교적 배경
종교
친생부모 및 위탁부모의 종교
친생부모
보호형태 위탁부모
아동양육시설(고아원)
친생부모
가족관계 형제자매
친인척
자연 환경 출신국의 자연환경 및 기후
및 기후
기타

입양 후
왼쪽 사항에서 입양 후 예상되
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국제입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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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입양 전

입양 후

흡연, 식습관, 수면습관, 왼쪽 사항에서 입양 후 예상
건강 및 체력 음주,
운동여부 등
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
자산(동산, 부동산) 및 부채현
황
월소득, 지출내역, 보험 및 연 상동
경제력
금, 저축금액 등 상세히 기록
(개인정보이므로 재정상황은
발표하지 않아도 됨)
직업적 성취
및 자아실현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의 욕 상동
구를 상세히 기록함

주말/주중을 구분하여, 하루 중
일하는데 쓰는 시간, 자기돌봄
시간에너지 에 쓰는 시간, 취미생활에 쓰는 상동
시간, 교회활동에 쓰는 시간 등
을 상세히 기록
본인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과
가족관계 의 동거여부, 관계의 친밀도, 상동
만남의 횟수 등 기록
국제 입양자녀의 입양부모에게 친생자 또는 국
입양후 형제자매 내입양된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계
에 대해 기록함
친한 친구의 수, 이웃의 수, 만
대인관계 남이나 연락의 빈도, 관계의 질 상동
등을 상세히 기록
(2) 2회기 다문화 및 입양 대상 아동 출신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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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프로그램 개요>

목표

① 예비입양부모의 다문화 이해와 수용성을 높힌다.
② 입양대상 아동의 출신국에 대해 이해한다.

단계

내용

<다문화 이해 교육>

진행

시간

방법

준비물

1시간

① 다문화의 개념과 이해
1부

소요

②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 및 지원서비스
③ 다문화주의적 태도와 다문화 감수성 및

~
1시간
30분

역량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서 제
공하는
다문화이해교

1시간

육 프로그램에

입양대상 아동의 출신국의 인종, 언어, 역사,

~

참여하도록 함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및 지리적 환경 등에

1시간

대한 이해

30분

<입양대상 아동의 출신국의 이해>
2부

① 참가자들이 다문화 뿐만 아니라, 국제입양 관련 지식과 관심이 있
강사

는 분을 강사로 추천하도록 한다.

Tip

② 중앙입양원 및 입양기관에서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강사에게 입
양 및 국제입양 관련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한다.
① 국제입양은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에비입양부모의

기대

다문화주의적 태도와 다문화 감수성 및 문화역량을 높힐 수 있다.

효과

② 예비입양부모가 입양대상 아동의 출신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국제 입양후 입양아동에게 출신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회기 교재 :

다문화 및 입양아동 출신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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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이해 교육
입양대상 아동의 출신국의 인종, 언어,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및 지리
적 환경 등에 대한 이해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보다는 전문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와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
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국민들의 다문화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1회 2 시간정도로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다
문화의 개념과 이해,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 및 지원서비스, 다문화주의적
태도와 다문화 감수성 및 역량 등으로 구성된다.
※ 다문화이해교육 온라인센터
(http://www.dmheducenter.or.kr/Onlinecenter)

2. 입양대상 아동의 출신국의 이해
다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외교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 정
보에서 출신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출신국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출신국 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http://www.mofa.go.kr)

Ⅲ. 입양 관련 정보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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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권장 교육
지역사회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권장
교육 목록을 <표 Ⅲ-1>에 제시하였다.
<표 Ⅲ-1>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권장 교육 목록
교육 주제

제공 기관

비용

소요시간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무료

2시간

아동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이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무료

2시간

성격검사

MBTI, 에니어그램 검사기관

유료

4시간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

전국 소방서 및 안전체험관

무료

3시간

부모교육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코칭
문제행동지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및 코칭연구소 등

무료
또는

다양함

유료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양육지원, 부모상담, 부부상담 등)

입양기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아동 및 가족을 위한 심리치

무료

1~2시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료 안내(입양아동 바우쳐사업)

2. 입양 관련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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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양부모가 입양 삼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입양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도록 영화 및 다큐멘터리 목록을 <표 Ⅲ-2>에 제시하였다.
<표 Ⅲ-2> 입양 관련 영상 자료 목록
No

감독 및 영화

1

마크리 감독(2006). 비밀과 거짓말

2

메노메이제스 감독(2008). 화성아이 지구아빠

3

서맨사 푸터먼 감독(2015). 트윈스터즈

4

융 감독(2014). 피부색깔=꿀색

5

우니 르콩트 감독(2009). 여행자

6

이지현 감독(2014). 프랑스인 김명실

7

제이슨 라이트먼 감독(2007). 주노

8

존 건 감독(2012). 단델리온 더스트

9

존 리 행콕 감독(2010). 블라인드 사이드

10

황동혁 감독(2007). 마이파더

3. 입양 관련 도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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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양부모가 입양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입양전문도서를
<표 Ⅲ-3>에 제시하였고, 입양 삼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입양 사례를 간접적
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도서 목록을 <표 Ⅲ-4>에 제시
하였고, 연령별로 입양아동이 입양 및 입양 사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
록 <표 Ⅲ-5> 입양 동화 목록을 제시하였다.

<표 Ⅲ-3> 전문 입양도서 목록
No

저자 및 도서명

1

Brodzinsky, D. M., Smith, D. W. & Brodzinsky, A. B.(1998). 입양아
동의 적응. 안재진 역(2004). 홀트아동복지회.

2

Giannetti, Charlene C. Who Am I ? 나는 누구인가? 이혜원 역
(2005). 반디출판사

3

Gulden & Bartels-Rabb(1993). 누가 진짜 부모인가. 안재진·권지성
역(2006). 학지사

4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궁리

5

Rosenberg, E. B.(1992) 입양의 생애 주기. 이윤로·이미선 역(2007).
신정

6

권지성(2005).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나눔의 집

7

배태순(2013). 입양성공의 요건. 경남대학교출판부

<표 Ⅲ-4> 입양 도서 : 실화
30) 2015 대한사회복지회 예비입양부모교육 자료집
2015 동방사회복지회 예비입양부모교육 자료집
2015 성가정입양원 예비입양부모교육 자료집
2015 홀트아동복지회 예비입양부모교육 자료집
하리하나맘(2013). 홀트한사랑회 http://cafe.naver.com/hol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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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저자 및 도서명

1

강민숙(2004). 은총이와 은별이. 바우솔

2

고혜림, 이현정(2009). 로봇다리 세진이. 조선북스

3

김미현(2005). 가야곡 꾸러기 오형제의 행복일기. 글로세움

4

데이비브 제롤드. 화성아이 지구 입양기. 정소연 역(2008). 황금가지

5

박수현(2004). 아름다운 아이 세진이. 베틀북

6

신주련(2002). 선물. 행복한 책읽기

7

아스트리드 트롯째. 피는 물보다 진하다. 최선경 역(2001). 석천미디어

8

요란 슐츠. 한국에서 부란이 서란이가 왔어요. 황덕령 역(2008). 고래
이야기

9

윤석화(2004). 작은 평화. 중앙 M&B

10

윤주희(2007). 다녀왔습니다. 북하우스

11

이설아(2013). 가족의 탄생. 북하우스

12

한국입양홍보회(2001).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야기 : 우리집 입양 일기.

13

한연희(2003). 하나네 집에 놀러오세요. 행복한 책읽기

<표 Ⅲ-5> 입양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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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대상

1

저자 및 도서명
박근혜·김경미(2012). 선물/내이름은 희망이. 홀트한사랑회

영유아
2

제이미 리 커티스. 엄마 아빠가 생긴 날. 조세현 역(2005).
비룡소

3

게이코 가스자. 쵸코 엄마 좀 찾아주세요!. 신형건 역(2006)
보물창고

4

마거릿 와일드. 엄마가 되어 줄게. 김현좌 역(2009). 해솔

5

유아

박준일(2013). 민들레가 들려주는 가족이야기. 맑은샘

6

야코프 마르틴 스트리트. 사고뭉치 꼬마 개구리 플록. 김수
희 역(2010) 어린이작가정신

7

크리스티안 두다. 배고픈 여우 콘라트. 지영은 역(2009). 하
늘파란상상

8

긴다 그린바. 입양아 올리비아 공주. 김현주 역(2012). 아름
다운사람들

9

초등저학년

리 뮈라이. 너, 누구 닮았니? 최윤정 역(1997). 비룡소

10

조운 링가드. 너는 특별해. 서수연 역(2001). 베틀북

11

카티지나 코토프스카. 고슴도치 아이. 최성은 역(2011) 보림

12

유정이(2004). 이젠 비밀이 아니야. 푸른책들
초등중학년

13

황선미(2002). 마당을 나온 암탉. 사계절 출판사

14

김려령(2007). 내 가슴에는 해마가 산다. 문학동네어린이
초등고학년

15
16

안느 브라망스. 내 동생, 아니발을
(2013) 역. 푸른길

소개합니다. 박혜경

월터 아이작슨. 스티브잡스 안진환 역(2015). 민음사
중고등학생

17

전정식. 피부 색깔=꿀색. 박정연 역(2013). 길찾기

<참 고 문 헌>

- 391 -

강현아·정익중·양경해(2015). 가정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장기적 발달성과 –
일

반위탁과 친족위탁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0. 1-26.

김유정·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권지성(2005).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서울: 나눔의 집.
권지성·안재진·최운선(2013). 입양가정 내 형제관계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중
앙

입양원.

권지성·최운선·변미희·안재진(2013). 성인입양인의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
학,

65(1), 83-107.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
개

발원

동방사회복지회(2015). 예비입양부모 교육 자료집.
대한사회복지회(2015). 예비양부모 교육 자료집.
도미향·남연희·이무영·변미희(2014). 아동복지론. 서울: 신정출판사.
보건복지부(2014).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3). 영유아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
교

사 지침서.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5). 2015 입양실무매뉴얼.
변미희·안재진·신혜령(2015). 변화하는 입양환경에서 입양기관의 새로운 역할
과

과제. 2015년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학교병원(2015). 의학정보.
성가정입양원(2015). 예비입양부모교육 자료집.
시민일보. 2015.11.16. “부부 10쌍 중 1쌍은 불임...‘천연 철분 임신율 높인다’
연구결과 나와”
세브란스병원(2015). 건강컬럼.
염숙경(2009). 아동의 증상과 특성별 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이지화(2013). 불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색과 심리사회적 개입
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92 -

이윤정(2008). 불임여성의 슬픔에 대한 문화기술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

위논문.

이철수(2013).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혜민북스.
임은미·강지현·권해수·김광수·김정희·김희수·박승민·여태철·윤경희·이영순·임진
영·

최지영·최지은·황매향(2013). 인간발달과 상담. 서울: 학지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질병관리본부(2007). 2007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 도표 –해설-.
최경숙(2006). 아동발달심리학. 서울: 교문사.
최영대(2014).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공동체.
홀트아동복지회(2015). 예비입양부모교육 자료집.
Abbey, A., Andrews, F. M., & Halman, L. J.(1992). Inferti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inter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conflict.

Family, 54(2), 408-417.
Amsterdam, B. K.(1968), Mirror Behavior in Children under Two Years

of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Baillargeon,

R.(1986).

Representing

the

existence

and

lication

of

hidden objects: Object permanence in 6 and 8 month old infants.

Cognition, 23(1), 21-41.
Barkley,

R.

A.(1976).

Defiant

Children:

A

Clinician's

Manual

for

Assessment and Parent Training, 2nd edition, NY: Guilford.
Brodzinsky, D. M., Smith, D. W., & Brodzinsky, A. B.(1998). 입양아동의
적응. 안재진 역(2004). 홀트아동복지회.
Cloninger, C.(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Eder, R. A.(1990). Uncovering young children's psychological selves:

- 393 -

Individual and development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61,
849-863.
Fantz, R. L.(1963). Pattern vision in newborn infants. Science, 140,
296-297.
First4adoption(2015). Thinking about adoption again : Second time
adopters.
Gulden

&

(2006)).

Bartels-Rabb.(1993).

누가

진짜

부모인가.

안재진·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Groza, V. K. & Rosenberg, K. F.(2001). Clinical and practical issues in

adoption.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Hamilton, N. G.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김진숙·김창대·이지연
역(2007). 서울: 학지사.
Landreath, G. L.(2012).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 3rd
edition. NY: Taylor & Francis Group.
Hynes, G. J., Callan, V. J., Terry, D. J. & Gallois, C.(1992).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infertile women
treatment:

the

effects

of

coping.

British

after a failed IVF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3): 269-278.
Kadushin, A. & Martin, J. A.(1988). Child welfare services(4th ed.). N.
Y.： Macmillan Publishing Co.
Lewis,

C.

&

Brooks-Gunn,

J.(1979).

Social

Cognition

and

the

Acquisition of the Self. NY: Plenum.
Lewis, M.(2002). Early emotional development. In A. Slater, & M.
Lewis(Eds.), Infant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acFarlane,

J.

A.(1975).

Olfaction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preferences in the human neonate. In Parent-Infant interaction.
Ciba Foundation Symposium No 33. Amsterdam: Elsevier.
Mahler, M. S., Pine, F., &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s. NY:Basic Books.

- 394 -

Melina, L. R.(1998). 입양아 부모되기. 이수연 역(2009). 서울: 궁리
Priel, B. & deSchonen, S.(1986). Self-recognition: A study
population

without

mirrors.

Journal

of

of

Experimental

a

Child

Psychology, 41, 237-250.
Rende, R. D., Slomkowski, C. L., Stocker, C., Fulker, D. W., & Plomin,
R.(1992).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maternal

and

sibling interaction in middle childhood: A sibling adoption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484-490.
Rosenberg, E. B.(1992). 이윤로·이미선 역(2007). 입양의 생애 주기. 신정
Rosenstein, D., & Oster, H.(1988). Differential facial responses to four
basic tastes in newborns. Child Development, 59, 1555-1568.
Santrock, J. W.(2003). Child development (10th ed.). 곽금주·정윤경·김
민화·박성혜·송현주 공역.(2007). 서울: 박학사.
Selye, H.(1974). Stress sans Détresse. NY: Lippincott.
Sherrie,

20

E.(2004).

Things

Adopted

Kids

Wish

Their

Adoptive

Parent Knew. Delta Trade Paperbacks New York.
Sherrie,

E(2009).

20 Things

Adoptive

Parents

Need

to Succeed.

Delta Trade Paperbacks New York.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grouth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Stocker, C., Dunn, J. & Plomin, R. (1989). Sibling relationships: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maternal behavior, and family structure.

Child Development, 60(3), 715-727.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Socialstyrelsen(2012). Special
parents for special children.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Van Balen, F. & Trimbos-Kemper, T. C. (1993). Long-term infertile
couples: a study of their well-being. Journal of Psychosomatic

- 395 -

Obstetrics and Gynaecology, 14, Suppl: 53-60.
Watkins, M. & Fisher, S. (1993). Talking with Young Children about A

dop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Winnicott,

D.

pheonomena:

W.
a

(1953).
study

Transitional

of

the

objects

not-me

and

possession.

transitional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4, 89-97.
네이버 건강백과, www.naver.com
다문화이해교육 온라인센터, http://www.dmheducenter.or.kr/Onlinecenter
법제처, www.moleg.go.kr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http://www.mofa.go.kr
중앙입양원, https://www.kadoption.or.kr

- 3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