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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
리를 통해 그 동안 개선된 부분과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입양특례법과 제도를 어떻게 변
경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5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18
일 「국제입양에서의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미혼모(부)지
원과 원가정 보호, 국내 입양 등의 사전 노력을 다 한 뒤 해외 입양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행해야 하며, 입양업무
를 정부가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남인순
오늘 토론회에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
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국회 비준을 위한 개정 내용이 담긴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인데, 오
늘 토론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금태섭·김삼화·이재정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 여성·아동·인권정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여성가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책포럼 권미혁·김삼화·정춘숙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해 주신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재작년 여름 대구와 포천에서 입양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전주에서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아동학대에 대하여 제대로 진상조사를 한 후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함께 해 주시고 진상조사위원회 사무국을 맡아 활동해 주신 (사)탁틴내일 최영희 이사
장님과 이현숙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발제를 맡아주신 소라미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그래서 저는 2013년에도 뜻 있는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울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후 제도개
선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Simone Eun Mi, 고경석 회장님, 이경은 교수님, 김대열 회장님, 이선미 판사님, 김승일 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구와 포천 아동학대 사건을 접한 후 다시는 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금
태섭·김삼화·이재정 의원님과 탁틴내일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법조인분들이 뭉쳤습니다. 2016년 10월 대
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 활동을 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은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했고, 지난 5
월 31일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활동을 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입양과 아동학대 예방 제도를 개선하였습
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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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김삼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금태섭입니다.
‘좋은 곳으로 가길.’ 은비를 위한 엄마의 최선은 아이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3년이나 은비를 키웠던 친모는 은
비가 이렇게 멀리 가게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양기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현재 입양 절차와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해 사랑 받고 보호 받아야할 아이들이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지난해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 그

하지만 모든 아동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그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들 그리고 아직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입양아동들이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 부

결과를 중심으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모 가정에서도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입양허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
문성 확보를 위해 입양 조사관제도와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마련했으며,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
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님들과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
습니다. 앞으로도 입양아동 학대 근절과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최영희 탁틴내일 이사장님과 특히 바쁘신 중에도 발제까지 해주시는 남인순 의원님, 소라
미 변호사님을 비롯한 지정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입양아
동 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입양 및 미혼모 관련 주

입양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3년부터 2015년까지 24만5600명(보건복지부)의 아이가 친생부모의 손에서 길러지

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지 못한 채 국내외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전쟁과 경제적 곤란으로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지 못한 채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또 다른 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해외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아픈 과거사로 인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11

감사합니다.

위의 경제대국이 된 현재까지도 국내외 입양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동 보호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2018.01.16.
국회의원 금 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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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입양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합니다. 국가는 입양 신청부터 상담, 교육, 입양적격심
사, 입양 전 위탁, 사후관리까지 대부분의 절차를 입양기관에 맡긴 채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무관심 하에 입양기관들은 입양 전제 위탁 등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를 일삼았으며, 그 결과 2016년 대구에서 3살
은비가 예비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 이재정

원가정 양육우선의 원칙에 따라 친생부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는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친생부모가 입양을 선택하지 않도록 제
도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입양을 선택했을 경우엔 아이가 건강한 가정에 입양되고, 입양 전후의 일련의 상황에서 아이
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공동주최함에 있어 참 마음이 무겁습니
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입양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민간에 맡겼던 입양시스템을 국가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공적기관이 입양 전 단계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입양부모교육 강화, 입양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아동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친생부모에게 알리는 등의 제
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의 거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고통받고 있음에도 우리사회는 그 순간
슬퍼하기만 할 뿐 진정한 보호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이라는 아이의 특수성을 보호하고 감싸나가야 하는 것이 바른 사회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
적안전망을 구축하여 아이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지성체이며, 헌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관련 전문가, 법조인,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의 체계적인 논의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명시된대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우리 사회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토론회보다 알차고 의미 있는 내용들로 채워질 이번 토론회를 기반으로 입양 특례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
들을 정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토론회로 그쳐서는 안되며 국회, 정
부, 그리고 우리사회 모두 변화를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
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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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미혼모 지원 체계와 친부모가 아동을 입양할 경우 지자체의 상담 절차를 마련하고
입양을 하는 예비 입양부모의 교육을 내실화 하고, 입양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또다시 이런 일이 발
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를 이야기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아이를 보호

국회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권미혁

하는 체계는 부실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이 살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작은 발자국을 남기길 바랍
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2016년 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은비 사건 이후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양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
은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동안 여러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 애써주신 남인
순 의원님을 비록하여 금태섭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여러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은비 사건은 허술한 아동보호 체계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구
조, 부실한 예비 양부모 자격요건, 안일한 아동학대 수사 등 은비 사건은 하나의 문제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허술한 아동보호 체계 하나하나의 문제가 축적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앞에서 매번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지금까지는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했
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은비 사건 이후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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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정춘숙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입니다.
오늘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남인순, 금태섭, 이재정, 김삼화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구·포천 입양 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 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공동대표
(사)탁틴내일 이사장 최영희

2016년 7월 은비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입양간지 불과 7개월밖에 안되었던 은비는 10월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포천과 대구에서 일어난 입양 아동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에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
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
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님들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포천과 대구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사망사건은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
습니다.

입양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보면서 한국의 입양 실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임에도 공적 개입은 부족했고 친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지원이 많지 않다는
점, 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과정 등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친부모 지원, 입양 부모 교육 강화, 지원체계 보완 등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권익 보호

지난 50년간 약 24만명의 아동들이 국내외로 입양을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입양 문제에 대
해 무관심하며, 입양신청부터 상담, 교육, 적격심사, 입양전 위탁, 사후관리 까지 모든 절차를 입양기관에 맡긴 채
국가의 관리감독 및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여러 전문가들과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한편으론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입양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UN 헤이그협약 비준을 앞두고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그결과, 2016년 대구에서 3살 은비가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규정한 미혼모(부) 지원과 원가정 보호, 국내 입양 등의 사전 노력을 다 한 뒤 해외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행해

앞으로 입양된 아동들이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져야 한다는 헤이그협약의 원칙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왔던 노르웨이 청년이 고독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
렸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추방되었던 입양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식도 들렸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최영희 탁틴내일 이사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남인순 의원님, 소라미 변호사님과 지정토론
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내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해외 입양을 중단하겠다는 인도 정부와 에디오피아의 기사도 접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법과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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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입니다.

경과보고

먼저 오늘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국회 여성·아
동·인권정책포럼 권미혁·김삼화·정춘숙 대표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연사님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천과 대구에서 일어난 입양아동 사망 사건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양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에서 오늘과 같이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
각합니다.

그동안 진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제도적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반영되
지 않은 과제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오늘 자리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추운 날씨에도 토론회 참석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
시는 이 땅에서 아이들이 학대받고 죽는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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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발제 1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남인순 국회의원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이유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2013. 10. 24) 이서현양 아동학대로 사망

(2016. 7. 15) 은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옴.
뇌사 상태였다가 사망

(2013. 11. 25)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2016. 9) 포천에서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아동 사망이
밝혀짐

(2013. 12. 31)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6. 11. 22)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2014. 2. 28) 범 정부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발표

(2017. 5. 31)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국회의원이 함께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에 나서서 아동학대 예방제도 개선

입양제도 및 아동학대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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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 체계 개선

아동 보호 체계 개선 필요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문제점
원가정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미혼모가 동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없어서
아이를 직접 키우기 위한 정보 부족

사례 #1.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개선사항
• 원가정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 등
적극 안내 및 서비스 연계 실시 중

• 보호대상 아동(가족)에 대한 상담,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에 대한
원칙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
포(아동보호서비스 업무메뉴얼, ‘17.6월)
•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충

아동이 어느 기관에 맡겨지는지에 따라
아동의 삶이 달라짐.

• 보호대상 아동(가족)에 대한 상담,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에 대한 원칙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17.6월)
• 입양의뢰 시 친부모 등에 대한 지자체 상담절차
마련

사례 #3.

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함.

문제점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이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짐.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문제점

개선사항

- 교육내용이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1시간), 자녀양육 방법(2시간),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
서에 관한 정보(2시간),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1시간) 기타
(1시간)으로 대부분 강의식으로 진행됨.
- 이러한 방식은 예비입양부모가 입양 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
을 숙고하고 입양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매우 부족함.
- 특히 전체 8시간 중 2시간을 입양절차, 지원, 사후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전달에 할애, 입양의 주요이슈를 다루거나 입양가족의 삶을 예
측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내용은 4시간에 불과해 예비 입양교육이라
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입양부모교육 내실화
- 입양기관 교육 커리큘럼 표준화, 교육인력 역량 강화 워
크숍 및 부모교육캠프 운영 지원 등
-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집합교육 외에도 상시적
으로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양부모, 예비양부모 멘토,멘티 체계를 활용하여 입양
아동의 발달단계별 양육경험 공유 및 학습 지원체계 마
련

개선사항
•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충
• 행안부 협의(7회)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인력 219명 확충(시도 25명, 시군구 194명)
• (시도) 광역단위 아동정책 총괄조정, 교육홍보, 모니터링 평
가등
• (시군구)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시설보호,
입양아동 등 취약아동 보호강화 등
•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복지 환경변화, 입양실무 등
역량강화 교육 실시(보건복지인력개발원, ’17년 2호)

은비 엄마가 동 주민센터를 찾아갔을 때 미혼모 지원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음.
또한 미혼모임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들었다고 함.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은비의 친모는 은비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했음.
하지만 보육료 부담으로 인해 은비를 보육원에 4개월간 맡긴 후 은비에게 좋은 양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김.

실제 입양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예비 입양부모 교육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34

개선사항

은비 엄마는 17살 미혼모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생계를 꾸리며 아이를 돌봤음.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사례 #2.

문제점

사례 #4.

은비를 입양한 입양기관에서는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하루 8시간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함.
교육인원은 평균 40명 내외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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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입양기관 종사자 교육

연장아 입양 시 교육이나 상담이 부족함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문제점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현재 입양기관 종사자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부실함.
뿐만 아니라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져
실제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음.

• 입양기관 종사교육 내실화
- 입양기관 종사자 교육 커리큘럼 개선
- 입양기관 종사자 연차 및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 실시(‘17.6~9월)

연장아의 경우 입양가정에 적응이
신생아에 비해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장아 입양시 특화된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이 부재한 상황임.

• 입양커리큘럼 표준화 시
연장아 입양 관련 내용 포함.

사례 #5.

은비의 입양을 담당한 입양기관의 경우 자체적인 입양종사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입양대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족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문제점
입양대기 아동의 입양 전 과정에
정부가 거의 개입하지 않음.

사례 #6.

36

은비는 연장아로 입양 시 적응 과정 등에서 영아인 입양아보다 어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에 대한 연장아 교육 없이 1차 입양전제 위탁을 갔으며, 2차 입양전제 위탁 시에는
기관장의 간단한 상담으로 연장아 교육을 대체함.

형제자매가 아닌 2명의 아동, 동시에 한 가정으로 입양됨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문제점

개선사항

형제자매가 아니며, 연령도 다른 아이가 한
가정에 동시에 입양전제 위탁을 감.

• 형제자매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입양하지 못하도록 변경

개선사항
• 입양대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해 지자체 보고,
양육일지 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입양 실무매뉴얼
개정
- 입양대상아동 상황변경(배치결정, 보호방식 변경 등)
발생시 입양기관이 지자체에 보고 의무
*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신설)

은비가 1차 입양전제 위탁(4개월) 후 입양기관으로 되돌아왔다가 1개월 만에 다시
2차 입양전제 위탁(대구)을 갔다가 사망함. 그 과정과 내용을 정부나 지자체는 전혀 파악하
지 못함.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례 #7.

사례 #8.

은비가 2차 입양전제 위탁(대구)을 갈 때 6개월의 남아도 함께 입양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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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대기) 아동 인권 권익보호 강화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부족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문제점

개선사항

문제점

입양 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많은 아이들이 입양 절차 완료 전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

• 입양 전 아동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제도개선 추
진 예정

민법상 입양 절차 과정에서 친생부모에 대
한 입양 전 사전상담, 양부모에 대한 입양
전 교육, 입양 후 사후관리 등의 절차 부재.
민법상 입양절차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

사례 #9.

은비는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기 전 이미 1차 입양 전제 위탁(동탄)과 2차 입양 전제 위
탁(대구)을 감. 서울가정법원에서 양부모에게 입양 허가를 했을 때(2016년 7월 22일) 은
비는 이미 뇌사상태였음.

입양 전제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38

포천 A군은 이모라고 부르던 양모에게 민법상 입양을 감.
2014년 3월 24일 입양신청 후 5월 29일 법원의 조사명령을 통하여 가사조사관이 양부모에 대한
면접조사 및 가정 출장조사가 이루어진 후 9월 27일 입양허가를 받음. 부모교육이 이뤄지지 않음.
2016년 9월 29일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A군 사망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문제점

개선사항

입양아동이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가
떨어지기 전 법적 근거 없이 입양 전제
위탁을 갔다가 아동학대로 인해 뇌사
상태였다가 사망함.

- 입양 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많은 아이
들이 입양 절차 완료 전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
- 입양 전 아동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제도개선
추진 예정
- 발의 예정인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입양 전제 위탁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은비는 1차 입양전제 위탁을 갔다가 파양 된 후 2차 입양전제 위탁을 갔다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함. 은비가 뇌사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던 2016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2차 예비 입양부모에게 입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강화
- 가사소송규칙 개정(법원행정처)으로 민법상 입양허가
전 부모교육실시 근거 마련(‘17.2.1 시행)
-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으며, 수원지
방법원(144명), 청주지방법원(95명)에서 총 239명
수료
- ’17년 10월부터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으로
부모교육 확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조 부족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사례 #10.

사례 #11.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17.6월부터 경찰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112 신고 접수시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도록 기능 구현

아동학대 조사 시 공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 ’17.9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사례전문위원회
경찰참여의무화 및 정보공유 법적근거 마련

사례 #12.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은 후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3번 통화
(33초, 114초, 42초) 하였으나 통화시간이 매우 짧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
를 제대로 통보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나갔을 때 함께 나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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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부족, 경찰 대응 부실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문제점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에서 조사를 왔을 때
제3자(가해자 지인 의사)가 개입하는 등
신고 후 경찰조사 시 병원의 대응 부실
신고자가 의사의 권위에 눌려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 경찰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함.

사례 #13.

개선사항
• 의료인에 대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신고 교육
과정 운영 중(전문강사 40명 양성, 의료인 1,103
명 대상 교육 실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가이드
라인 마련)
•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에 신고자
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 기술, 신고의무자 대상 사
례 중심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대구남부경찰서로 아동학대 의심신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나왔을 때 가해자의 지인인 의사가 경찰에게 아동학대 사실이 없다고 주장.
신고자인 의료사회복지사가 의사의 권위에 눌려 아동학대 사실을 제대로 증언 못함.
경찰이 아동의 몸 조차 제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 사건 종결.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문제점
아동학대 가정에 학대를 당한 아동 외의
아동이 있을 경우 이들도 아동학대를
당했는지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 아동학대 가정의 다른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지침에 신고접수 시 파악하여야 할 사
항 중 ‘추가아동(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를 포함.
•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대응팀을 구성(’17.3월)
하여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보(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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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전달체계 개선 필요
: 헤이그 협약에서는 입양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입양을 공적 당국에서 관장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

공적 당국 중심의 입양전달체계 개편 필요
입양부모교육 개선 필요
: 8시간 강의 방식의 입양기관에 일임된 부모교육

소규모 단위의 참여형 교육 필요, 복지부나 중앙 입양원에서 구체적인 교육안 마련 필요

아동학대 가정의 다른 아동에 대한 보호 부재

사례 #14.

입양제도 관련 남은 과제

은비가 뇌사상태에 빠진 후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정에 남은 아동 의 상태를 확인
하고 학대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신고 접수 6일이 지난 후 친모
와 유선상담만을 진행하였을 뿐 제대로 조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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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중, 아동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경우 친생부모에게 알려야 함.

아동학대 예방제도 관련 남은 과제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상호통보
법적
의무화 필요. 중대 사건의 경우 동행출동이 활성화 되도록 법 개정 필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상호통보
법적
의무화
가이드라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현장출동 상황에서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이드라인
제공제공 필요.
학대전담경찰관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 정보공유와
상호조율
정보공유와
상호조율 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찰 양성 과정에서 아동학대 업
무 처리 절차 숙지하도록 교육 필요.
모니터링
제도화 필요.
신고의무자 대상 학대예방교육 실시여부 모니터링
제도화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되짚어보고, 제도개선안을 찾아내는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진
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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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anges & recomme
ndations
in the wake of the
death of an abused adoptee

The single mother support system needs improvement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roblems

How to resolve

The protection of original families is not prio
ritized.

• Social services for prioritizing original families are a
vailable and promoted. Related programs are offere
d.

Community service centers do not provide ad
equate information regarding services availa
ble for single mothers to raise their child on t
heir own.

• Establish and distribute a guideline for adoptive famili
es on child protection. The content should include 1)
consultation on adoptive children and family 2)setting
up child protection plans and post-adoption services(
the child protection service manual, June 2017).
• Increase child protection personnel

birth mother,17, took care of Eun-bee alone while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Despite counsell
Case #1.Eun-bee’s
ing from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she was not given adequate services.

The backgrounds of the committee for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abused adoptees in Da
egu and Pocheon for an improved system

Local government officials lack professional knowledge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2013. 10. 24) Adoptive Child Lee Seo-hyeon died.

diac arrest. She died after pronounced brain dead.

(2013. 11. 25) A committee for investigation into the dea

(2016. 9) It was revealed that the death of an adoptee in Po
cheon city was caused by her abusive adoptive parents

(2013. 12. 31) Amendments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
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Child Welfare Act wer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2016. 11. 22) A committee for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t
he abused adoptees in Daegu and Pocheon was launched

th of an abused adoptee in Ulju County for an improve
d system wa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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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5) Eun-bee was taken to the hospital under car

(2014. 2. 28)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on a national level was released

(2017. 5. 31)A forum on the improvement of the adoption and
abuse prevention systems for child rights protec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perts and members of the Na
tional Assembly should all participate in child abuse investi
gations and work for an improved system.

A committee for investigation into abused adoptees a
nd an improved system was launched to advance the
adoption and abuse preven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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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solve

Problems
Local government officials lack human rights sen
sitivity.

•
•

Increased child protection professionals at local governments
Added 219 child protection staff(25 at cities and provinces, 194
at cities, counties, districts) through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
afety through 7 rounds of consultation, opinion gathering.
• Modify overall child policies at city and provincial levels, promot
e education and monitor assessments
• Prevent child abuse, protect abused children, child protection ag
encies and prop up protection of vulnerable children including a
doptees at city, county and provincial levels.
• Started training local government personnel to promote the
ir competency on child welfare work in case of a child’s env
ironment changes and practical adoption process, etc.(the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Welfare, 2nd edition in 2017)

community service center did not provide Eun-bee’s mom with adequate guidance on government supports for
Case #2. The
single parenting. She said someone made disparaging remarks on her being a single mother on her visit to the ce
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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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ld protection system needs improvement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roblems
The quality of child’s life relies on the institute he/sh
e is taken to.

How to resolve
• Establish and distribute a guideline for adoptive familie
s on child protection. The content should include 1) co
nsultation on adoptive children and family 2)setting up
child protection plans and post-adoption services(the c
hild protection service manual, June 2017).
• Establish counselling for parents seeking to put their c
hildren up for adoption at local governments

Eun-bee’s birth mom entrusted her child with a round-the-clock daycare center while working. Burdened with child

rearing expenses, she sent Eun-bee to an orphanage for four months, hoping she would find her good adoptive p
Case #3. arents.

Pre-adoption parental education proved unhelpful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roblems
-The current adoptive education consists of 1)the conditions, pro
cedures and effects of adoption and dissolution of adoption for 1
hour 2)Child-rearing methods for 2 hours 3)Information on post
adoption services for 1 hour 4)others for 1 hour. It is provided in
a lecture manner.
- Its method fails to prepare adoptive parents for real life difficulti
es in adoptive child rearing and to help them carefully consider a
doption.
- The education is highly insufficient. Of 8 hours’ of program, onl
y 4 hours are allotted for contentious issues of adoption, adoptiv
e parenthood and the preparation for it, while 2 hours for the pro
cedure and support system for adoption and post adoption servi
ces.

How to resolve
• Improve the quality of adoptive parents education
- Standardize the adoptive parents education curriculu
m implemented at adoptive agencies, support the par
ents’ camp and workshop operation.
- Create video education materials for adoptive parents
to access necessary information at any time
- Create education mentoring schemes in which adopti
ve parents provide tips on child’s evolving capacities t
o future adoptive families.

Adoptive agency staff training is deficient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roblems

How to resolve

The training for adoptive agency workers, which i
s currently provided by the Korea Human Resour
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Welfare, is i
neffective because its content and curriculum lac
k. Group education also does not help adoptive p
arents.

• Improve the quality of adoptive agency staff tr
aining
- Improve the adoptive agency training curriculu
m.
- Provide employee training customized for eac
h employee’s level(June to September in 2017
).

Case #5. Eun-bee’s adoptive agency staff was insufficiently trained.

Governments’ poor supervision on waiting children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roblem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ke little i
ntervention in the processes that waiting child
ren go through until adoption.

How to resolve
• Renew the adoption work manual by mandating those in ch
arge of waiting children to document the children’s status to
report to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better protect them.
− Mandate adoptive agencies to report the status changes(ad
option or protection status) of waiting children to local gover
nments.
⁎ Started writing reports on the status change of waiting childr
en(newly added)

Eun-bee’s first adoption was dissolved in 4 months. In less than a month, Eun-bee was adopted to another family i

adoptive agency provided an adoptive parent education program lasting 8 hours, no more. The session included
Case #4. Eun-bee’s
approximately 40 adoptiv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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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where she was abused to dea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had no knowledge about any of
Case #6. nthes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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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counselling for older children adoption is not sufficient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roblems
Customized parental education or counselling for
older children adoption is not available despite t
he fact that much more difficulties are expected f
or older children in adapting at a new home than
baby adoptees.

Case #7.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How to resolve

Problems

How to resolve

• Include regulations addressing older childre
n’s adoption in a standardized adoption curri
culum for adoptive parents.

It is common for adoptive parents to live with a
dopted children even before the court’s adoptio
n approval.

• Plans to modify the legislation to promote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by forming legal basis
for foster care as a pre-adoption procedure.

Eun-bee was relatively older for adoption. Despite expected challenges in her new house life as an older child, edu
cation was given to neither of the two adoptive families to deal with possible issues. There was no education at all f
or the initial adoption. All but brief counselling by the head of agency was provided for the second.

Two adoptive children, not siblings, are adopted to the same family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roblems
Two adoptive children at different ages, who ar
e not siblings, are placed into foster care as a
pre-adoption procedure.

Ca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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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 lived with her adoptive families in Dongtan and Daegu both without court’s adoption approvals. By the ti

Case #9. me the Seoul Family Court approved of the latter adoption(July 22, 2016), Eun-bee was already brain dead.

Foster care as a pre-adoption procedure is not legitimate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roblems

How to resolve
• Ban the adoption of two or more children wh
o are not siblings to the same household unl
ess absolutely necessary.

A 6-month-old baby boy was adopted to the Eun-bee’s second adoptive family in Daegu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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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ing children needs more protection

Eun-bee was abused to death after pronounce
d brain dead while under foster care. Her adop
tion was yet to be approved by the court then.

Case #1
0.

How to resolve
-

It is common that adoptees live with their adoptive
parents while their legal adoption procedure is still
ongoing.
- Plans to create legal foundation for foster care as a
prior stage of adoption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
hild. The legal grounds should be based on studies
of child abuse by protection agencies.
- An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
rning Adoption(yet to be proposed) includes foster
care as a pre-adoption procedure.

Eun-bee was placed into foster care as a pre-stage for adoption, but it ended in dissolution. During her se
cond foster care, again as a pre-procedure for adoption, she was found brain dead. While she was at the
hospital, the Seoul Family Court released the adoption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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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gatory adoptive parents education is insufficient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roblems
No counselling is provided for birth parents unti
l an adoption process begins. Also, no pre-ado
ption education or post adoption services are a
vailable for adoptive parents.
No legislation addresses how adoption proces
ses should be.

Case #1
1.

Legally mandate stronger adoptive parents education
The amendment to the Family Litigation Regulation(the N
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as laid the legal foundation
for adoptive parents education prior to the court’s approv
al on adoption(effective since Feb.1, 2017).
- Commissioned research was carried out for content devel
opment. A total of 239 workers at the Suwon District Cour
t(144) and Cheongju District Court(95) completed the edu
cation.
- Adoptive parents education is on track to be expanded to
15 courts across the nation including the Seoul Family Co
urt from October 2017.

Police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lack coordination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olice does not always share child abuse reports
with child protection agencies.
There is a lack of coordination in the investigation
of child abuse.

Cas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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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 third party, who was a doctor the family has kno
wn, interfered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Overwhelmed by the doctor’s authority, the social
worker who had reported the case was unable to d
escribe the details of Eun-bee’s abuse as it is.

Case #1
3.

How to resolve
•

Education for medical personnel is currently carried out to
encourage the early report of suspicious child abuse cases
(1)40 instructors equipped with specialized training 2)1,103
medical workers gone through education 3)standardized e
ducational materials available).
• Include regulations addressing the protection of child abus
e reporters in a joint adoptive agency regulation book, dev
elop content addressing specific cases for obligatory child
abuse reporters.

The Daegu Catholic University Hospital reported the suspicion of child abuse to the Daegu Nambu Police Stati
on. When police arrived on the spot, a doctor, who had no rights to meddle but has known the family, claimed t
hat no abuse has occurred. The medical social worker who initially called the police was unable to testify prope
rly under the pressure of the doctor’s authority. Police closed the case without proper examination of her body.

Are other children of reported abusive parents safe?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roblems

How to resolve

It is not legally required to ensure the safety of o
ther children of reported adoptive abusive paren
ts.

• Create mandatory instruction that ensures “the
safety of other children under the reported ab
usive parents” when receiving child abuse rep
orts.
• A child abuse response team was established
und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arch 2
017) and 5 professionals now work there.

How to resolve
• Child abuse reports through the 112 police line are aut
omatically notified to child protection agencies since J
une 2017 when police began to have access to the so
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 The amendment to the Child Welfare Act in Septembe
r 2017 has made it obligatory for an Expert committee
on Child Abuse Cases and police to intervene in child
abuse and share related information.

The Daegu Nambu Police made three phone calls to the Daegu Nambu Child Protection Center for 33, 114 and
42 seconds respectively. All three calls are too short to be considered a proper notification. Also, the child protecti
on agency did not participate in the on-spo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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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How to resolve
•
-

Adam(fake name) was lawfully adopted to his step mother, who he had called “aunt”. Following her adoption applicatio
n on March 24, 2014 a family inspector interviewed the adoptive mother and visited her house to evaluate eligibility as
a mother according to the court order made in May 29 that year. No adoptive parents education was given at all. The a
doptive parents abused Adam to death in September 29, 2016.

Problems

Child abuse reporters unprotected, police responses hardly adequate

Case #1
4.

No proper investigation or monitoring other children of Eun-bee’s adoptive parents was conducted despite
the Daegu Child Protection Center’s promise to do so, upon finding Eun-bee brain dead. All they did was
phone counselling with the Eun-bee’s birth mother 6 hours after the Eun-bee’s child abuse report was ma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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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ing challenges in the child abuse prevention system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mutually notify child abuse reports.

Legally mandate police and adoptive agencies to
co-investigation in case of major case reports.
Provide child abuse investigation guidelines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Also mandate their on-spot

that specify the roles of each police and agency in the field.

Train police officers specializing in child abuse to facilitate the information sharing and coordination between police an
d child adoptive agencies. Trained officers need to be equipped with the knowledge on the child abuse process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child abuse reporters

that checks the implementation of abuse prevention education on obligatory

Establish a national
child abuse investigative committee
constant improvement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that examines any deaths of abused children, which allows

발제 2
Remaining challenges in the adoption system
Nam In Soo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Public authorities should be more responsible for adoption processes
: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stipulates that adoption should prioritize
the best interest of adoptive children and that the public authorities be responsible for the whole process. But adoption in South Korea is primaril
y dealt with by private adoptive agencies.
Public authorities should be in charge of adoption processes

Advance adoptive parents education
: adoptive agencies are fully in charge of the 8-hour lecture style current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participatory, including smaller number of par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Ad
option Services should establish specific guidelines.

Birth parents should be informed of any undesirable circumstances in the process of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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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포천 입양아동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제안 배경

2016년 7월 말, 3살 ‘은비’(가명)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사망했다(이하 ‘대구 사건’이라고 함).1)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6살 입양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다.(이하 ‘포천 사건’이라고 함)2)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에 또 다시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응급실로 실려 갔다. 입양한지 갓 한 달 된 아이가 새벽에
잠을 깨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양모가 아이를 학대한 결과였다.3) 지난 몇 년간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그때마다 정부는 엄정대처를 표방하며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건들은
그 모든 대책에서도 구멍 뚫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2016년 대구사건과 포천사건이
보도된 직후 아동·인권단체, 연구자, 법률가들이 모여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입양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게
된 원인과 대안을 찾고자 했다. 은비의 입양을 담당한 입양기관을 방문 조사했고, 은비의 1,2차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한 경찰서, 치료한 의료기관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했다. 친모의 이야기도 들었다.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입양법제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017. 2. 8. 중앙일보, 최우석 기자. “3살 입양아동 학대해 뇌사...양아버지 징역 10년”
http://news.joins.com/article/21227462
2) 2016. 10. 3. 서울신문. 김학준 기자 “입양아 살해 부모 테이프로 온몸 묶고 17시간 방치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04010013&wlog_tag3=naver
3) 2017. 6. 21. 대구일보, 신현오 기자. “6개월 된 입양아 중태 빠트린 30대 구속”
http://www.idaegu.com/?c=6&uid=3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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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입양절차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2) 개정안에 따른 입양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현행 입양시스템 하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이다. 대구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입양기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입양부모의
편에 섰다. 모든 의학적 증거가 입양부모의 혐의를 입증하고 있는데, 입양기관장은 나서서 입양부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담당 재판장은 아동의 법적 보호자인 입양기관장이 어째서 아동학대 혐의자의
편을 드느냐고 반문했다.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입양절차에 대대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한 장면이다.

2

개정안에 따른 입양 단계별 절차도

1) 입양 단계별 담당기관의 변화
절차

현행법

개정안
친생부모 ▶지방자치단체

신청

입양기관

상담(친생부모)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입양부모)

입양기관

보건복지부

입양적격심사(입양아동)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

결연

입양기관

보건복지부

입양 또는 보호 의뢰된 아동, 즉 현 입양특례법 제2조 2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전 위탁

입양기관

법원

입양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이 적용되고, 친생부모와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입양

법원

법원

절차는 민법이 관장한다. 해당 아동이 입양특례법의 적용대상인 요보호아동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법률과

입양기관

보건복지부

절차가 적용되는 현재의 법체계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반한다.4) 2016년 6세 입양아동이 양부모에게

입양심판·허가
사후관리·사후서비스

입양부모 ▶보건복지부

3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 정비

현행법상 입양을 관장하는 법은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입양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로

살해당했던 포천사건은 민법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진 사례였다. 이웃에 살았던 양부모와 친모 사이에 아동의
입양을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민법상 입양 절차에는 법원의 심판 이외에 입양
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과 검증, 사후관리 절차가 부재하다. 보도에 따르면 포천 양부의 경우 10여개의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 ‘아동’에 대한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아동 인권 최우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입양절차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4) 안소영, 「입양법제의 개선방안: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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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상 민법 안에 상세한 입양 절차를 모두 담기는 어렵다. 또한 민법에 해외입양에 관한 절차 규정을

1) 입양의 개시 및 결연

추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입양특례법 별도의 존재 의의가 있다.5) 따라서 민법에서는 입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되,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서

대구사건에서 은비는 두 차례에 걸쳐 예비 입양가정에 ‘입양 전제 위탁’(입양체험) 보내졌다. 심지어 첫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의 이익을 위해할

번째 예비 입양 가정에서 ‘반환’된지 1개월 만에 두 번째 가정으로 보내졌다. 입양특례법은 법원의 입양

우려가 적은 성인에 대한 입양과 가족 내 입양(재혼가정 내 입양 또는 3촌 이내의 혈족 내 입양)의 경우에는

허가 결정이 난 후에 아동을 입양가정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입양체험’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민법상 일반 절차로 입양 절차를 완결 짓고, 가족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양의

공적 개입도 없이,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입양기관의 전권에

경우에는 입양의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입양 허가시까지 모든 과정에 빠짐없이 공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맡겨진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이라는 판단(아동에 대한 입양적격 결정), 입양절차가

보장하여 입양 전 단계에서 아동이익최상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한다.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인수 및 보호,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매칭(결연), 입양 전제 위탁 결정까지 거의 모든
입양절차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 단독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그나마
법원의 개입이 이루어졌으나,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사후적으로 입양을 승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 개정방향

실정이다. 대구 사건은 어떠한 공적 개입도 없이 입양기관장의 전권으로 이루어진 민간 주도 입양의 비극적

■ 입양특례법의 적용 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법안 제1조)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 3촌 이내의 친척간 입양은 민법 적용하도록 정비(법안 제3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6)(이하 ‘헤이그협약’이라고 함)
현행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 입양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입양을 권한
있는 공적 당국에서 관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7)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노르웨이의 경우 입양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절차를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 입양기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핵심적인 입양 업무에 대하여는 민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8) 입양이 아동복지 시스템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도 큰 문제다. 헤이그협약은 무엇보다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야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아동이 친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아동복지·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제42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민법과의 관계)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3촌 이내의 혈족, 계모, 계부가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다.

입양은 최후의 방안으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찾아와 아이를 입양
보내달라고 말만 하면 곧 바로 입양 절차가 개시된다.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 지역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틈은 없다. 친생부모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가정위탁 제도나 시설보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와도
연계되지 못한다.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입양을 접수하고 입양 아동을 인수한 이상, 아동복지법상 다른
아동보호조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4. 민간기관에게 일임되어 있던 아동입양을 정부 책임으로.

5) 김준,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2017, 21쪽.
6)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5월 24일 동 협약에 서명함, 2017년 10월 18일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009877) 국회 제출
7) 헤이그협약 제4, 5, 6조
8) 김효진,이재연,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와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4호, 2011년,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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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 개시를 결정하고 아동을 인수하는 시스템을
바꾸어야한다.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친생부모는 입양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체계 내에서
상담을 받고 직접 양육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 받은 후, 최후의 방안으로서 입양이 검토되어야
한다. 해당아동에게 입양이 아동이익최우선에 부합한다는 결정은 입양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려야한다. 공적인 입양적격 결정에 따라 아동의 입양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는 입양기관이 맡아서는 안되며, 친생부모가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호조치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가
의뢰되어야한다.9)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는 입양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의
신청을 하고, 자격을 검증받아야한다. 입양 의뢰된 아동과 양부모가 될 가정의 매칭 또한 입양기관이 아니라
공적 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진행해야한다.10)

◌ 개정방향
■ 입양 신청 및 입양 적격결정을 공적기관이 담당
■ 친생부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양하려는 부모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 신청(법안 제9조)
■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 신청(법안 제1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입양적격 결정을 받은 아동과 결연 회부 결정을 받은 예비 입양부모 간 결연을
입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법안 제16조)

9) 김진석,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 절차상 공적 개입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자료집, 2017. 65쪽.
10) 노혜련,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자료집, 2017.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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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개정안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
1. 보호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을 신청한 아동
2.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아동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자, 부모 등에게 양육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양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제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양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
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을 보호 의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후견인이 제20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친생부모에게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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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이 발행한 ‘2016 입양 실무 매뉴얼’에서도 입양 전제 위탁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신설

제12조(입양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이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상담,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7조에 따른
입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양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제16조에 따른 결연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7조에 따른 입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결연을 결정한다.
② 전항의 결연 회부 결정 기간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 없었다.

입양전제 위탁 관행은 입양특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을 잠탈한다. 동 규정의 취지는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적절한 심판 절차를 거친 후에 아동을 인도하자는 것이다. 아동의 복리와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현행 입양전제 위탁 관행 하에서는 입양기관장 단독의 결정으로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공적 개입이 결여된 상태에서 아동이 예비 입양 가정으로 인도된다.
현행 입양전제 위탁 관행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고 있다. 입양전제 위탁이
현행과 같이 입양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일임되어서는 안되며, 아동복지법 지원 체계 내에서 철저히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입양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양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시급히 입양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입양전제 위탁의 심사 주체 및 절차와 요건, 아동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법원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구 사건 이후 국회에는 입양 전 위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몇개가 발의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1) 하지만 양친의 양육태도를

2) 입양 전제 위탁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전위탁을 하도록 하는 접근 방식은 여전히 사전 위탁을 입양 체험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사전 위탁은 입양가정에 대한 모든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동의 복리에 위해가

대구 사건에서 은비는 두 차례에 걸쳐 입양을 전제로 한 ‘입양 전제 위탁’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입양전제
위탁(1차 위탁)은 2015. 7. 24.에 시작해 2015. 11. 27까지 약 4개월간 이루어졌고, 두 번째 입양전제 위탁(2차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당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아동 복리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아동인권 중심에서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탁)은 2015. 12. 19에 개시되었다. 2차 위탁 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2016. 4. 4에 1차 아동학대의심신고가,
2016. 7. 15.경 2차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은비는 2016. 7. 15. 2차 신고 당시 응급실행 직후 뇌사상태에
빠졌고, 2016. 10. 29. 사망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제31조 제1항). 은비의 경우 2016. 7. 22. 서울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은비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예비 입양가정으로
위탁 보내진 상태였다.

2011년에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법원의 허가 절차가 입양
절차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입양이 완료되게 되었다.
입양허가심판은 비송사건으로 일반 재판보다 간이하게 진행되기는 하나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후 허가
결정 까지는 3~6개월가량이 소요되었다. 예전에 비해 입양 절차가 길어지면서 입양기관 사이에서 ‘입양
전제 위탁’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던 것이다. 입양을 전제로 한 위탁은 입양특례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60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1) 2017년 3월 31일 금태섭 의원 대표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6524) 법안 제13조의5 신설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61

◌ 개정방향

있다.13) 이때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보호체계상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 입양 전 위탁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아동 복리의 관점에서 심리하고 결정하도록 함.(법안 제19조)

보호하도록 공적 지원 체계를 설계해두고 있다. 따라서 입양절차 진행 전에 친생부모의 양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입양숙려기간(30일)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법

신설

개정안
제19조(임시인도결정) 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제16조에 따라 결연이 결정된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으로 입양 전 위탁이 아동의 복리 증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이하 “임시인도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인도결정을 할 때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인도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에 문제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아동을 보호할 자를 지정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즉시 아동의 인도를 명령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친생부모가 제13조 제5항에 따라 동의 및 승낙의 철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아동을 친생부모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법원이 임시인도결정을 한 때부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때까지 아동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적응 및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임시인도결정 신청 절차, 심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은비 친모는 은비의 유골을 인천 앞바다에 뿌리며 좋은 부모 만나 잘 살 거라고 믿었다고 되뇌이며 오열했다.
1차 위탁 가정에서 거부당한 줄 알았다면, 1차 응급실행을 알았다면 은비를 데려왔을 텐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냐고 토로했다.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용한 결과 자리 잡은 비밀입양
관행 하에서 친부모가 입양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보장되지 못했다. 입양을 결정한 순간 친부모는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겨야한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전 입양 시스템 하에서는 입양기관과 연계된 미혼모
시설의 주도 하에 아동 출산 전에 친모로 하여금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에 동의하게 하고 출산하자마자
아동을 친모에게서 분리했다. 친생부모가 입양부모를 선택하는 과정에 개입할 길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없다. 반면 필리핀의 경우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친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동안 국가가 양육을 지원한다.14)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양이 의뢰된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원할 경우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직접 양육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에 아동 보호를 의뢰한 경우에는 입양 절차 진행 상황과
아동의 상태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5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 실현

진상조사 결과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당시 17살이었던 은비 엄마가 홀로 아이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입양기관을 찾아가 은비를 맡기기까지
21개월 동안 지역사회와 우리의 복지시스템은 은비 엄마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의 부재는 입양으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에서 입양 보내지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이다.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좋은 양부모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편협된 인식과
세금으로 혼인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양육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특히 헤이그협약은 전문에서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보호 가능한 가정을 찾고, 국제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필리핀의 경우 입양숙려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미혼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우선 진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12) 또한
이후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체코의

12) 중앙입양원 헤이그비준준비팀, 필리핀 출장 결과보고서, 2014.
13) 중앙입양원 조사연구부 헤이그협약팀, 공무 출장 결과보고서-체코, 폴란드-, 2015
14) 중앙입양원 헤이그비준준비팀, 필리핀 출장 결과보고서, 2014.

경우에도 입양숙려기간을 6주로 보장하고, 이 기간 동안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62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63

◌ 개정방향

6

■ 입양숙려기간의 안정적 보장(법안 제14조)

친가족 찾을 권리의 보장

■ 입양 절차 개시 후 친생부모의 양육 가능성 보장(법안 제10조)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입양특례법개정 이후부터 2015. 8.까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으로
현행법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14조(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등)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아동에게 입양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승낙은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 전에 친생부모·법정대리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동의·
승낙과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접수된 입양정보공개청구 건 중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이 되어서 친생부모의 동의에 따라 입양 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14.7%에 불과하다. 소재지가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거부, 사망, 무응답으로
인해 정보 공개가 거부된 경우는 33.3%, 애초에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50.9%로 나타났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제36조 단 한 개의 조문을 통해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권리로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입양기관과 관련 시설은 입양인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내세우며 입양인들에게 비협조적인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법 개정으로
입양인들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보장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미비한 실태인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중략)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동 조문에 근거하여 회원 국가들을 상대로 “당사국
내에서 입양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당사국이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연령 및 전문적 지원 조치를 포함한 상기 목적의 법적
절차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17) 우리나라 헌법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15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을 보호 의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제20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16. 다만, 친권자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친생부모에게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며, 알 권리의 보장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
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8) 따라서 입양인과 그 가족이 입양기록에 접근할 권리, 나아가 가족을 알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7조와 헌법 제21조에 근거한 기본권이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생부모와 형제자매 등 입양인의 가족 또한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 및 가족을 알권리를 갖는다. 미국의 경우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을 ‘친생부모’에게 보장하고 있는
곳이 42개주, 친생부나 모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에게 인정하는 곳이 33개주로, 대부분의 주에서 입양인에서
나아가 친생부모와 그 형제자매에게도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19) 이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입양인에서 나아가 최소한 입양인의 자녀, 친생부모,
형제자매까지 입양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5) 개정안 9조3항의 내용은 친생부모가 직접 아동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아동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임, 따라서 입양 의뢰
후에도 친생부모가 원할 경우 아동을 직접 보호할 수 있음.
16)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 진행 중 아동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권 유지됨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2009년, 207쪽~208쪽
18) 1991. 5. 1. 선고 헌법재판소 90헌마133
19)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ystemwide/laws-policies/state/ 통해 리서치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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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은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 친가족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검사 지원 및 유전자데이터베이스와 정보연계시스템 구축(법안 제33조)
■ 입양기록의 오기가 확인된 경우 조사 절차 신설(법안 제34조)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실무에서는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입양인에게 치료를 위한 목적이 존재하는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과 법 해석은 애초 동
조문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다. 2011년 개정 당시 동 조문은 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반영된 내용이다. 즉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생존하는
입양인의 알권리가 보다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입양인에게 의료상 치료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와 의료상 치료 목적이 있는
경우를 별개의 사유로 규정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귀국한 해외입양인들이 입양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아예 친생부모에게 정보 공개의 동의 의사를 묻기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소재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무응답이거나 거부의사표시를 해 실패하는 경우가 30%
이상이다.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현재는 부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입양 정보 접근이 거부된 입양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한다.
또한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을 위해 유전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기관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 입양 개시 시점 또는 입양 절차 진행 중에 아예 친생부모가 이후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의사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하였다.

어렵사리 친가족찾기에 성공하였다고 믿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입양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던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당시 입양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도 무엇보다 입양인의 친가족찾기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입양 당시
착오로 비슷한 시기에 입양되었던 다른 아이와 바꾸어 기재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기록 중 신청 입양인의 입양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 3
개월간 이루어진 입양기록을 면밀히 대조 검토하여 착오지점을 찾아내도록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 개정방향
■ 입양정보공개의 청구권자를 친생부모 및 형제자매로 확대(법안 제30조 제1항)
■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정보공개 가능한 경우 명시(법안 제30조 제4항)
■ 정보공개가 거부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이의절차 신설(법안 제31조)
■ 친생부모의 입양정보공개 사전 동의 절차 신설(법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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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30조(입양정보공개청구권)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직계비속(양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서 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친생부모 및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국제입양에 한한다)은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이하 “중앙입양원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중앙입양원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입양원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제2항 단서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양자가 된 사람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중앙입양원등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친생부모 및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입양인의
인적사항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친생부모’를 ‘
양자가 된 사람’으로 바꾸어 적용한다.

제31조(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30조제5항에 따라 입양정보 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청구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입양정보 공개를
거부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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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친생부모의 정보공개 사전 동의) ① 아동의 친생부모는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를 위한 동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1.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2. 입양 성립 이후에는 중앙입양원의 원장에게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입양원의
원장은 같은 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의사를 제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자가 된 사람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한다.

7

국제입양 절차에 관한 특례

본 개정안은 국내외 입양을 막론하고 모든 입양절차에 있어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의 원칙을
실현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모든 입양이 아동이익최상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입양 전반의 절차를 권한 있는 공적기구가 관장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취지는 입양
상대방 국가가 헤이그협약을 비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비준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제33조(친가족 찾기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지방자치단체·중앙입양원·입양기관·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이름·나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만남과 교류를 위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은 해당 국가에서 관장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관장하는 법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국제입양을 입양특례법 내 한 장으로서
규율하고 있다. 보다 원칙적인 관점에서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국내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아동복지시스템을 근본부터 성찰하고, 국제입양이 중단될 수 있도록 입양 및 아동복지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국제입양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양의 신청, 입양아동 또는 입양 부모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 국제입양에 있어서
절차상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국제입양의 장에 별도 규정을 마련하였고, 입양의 요건, 법원의
허가, 효과 등에 대하여는 국내입양 절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입양에 있어서 사후관리 및 서비스지원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입양 성립 후 1개월, 6개월 및 12개월이 될 때마다 수령국 중앙당국등이 작성한
보고서의 수령 및 확인”하도록 규정하고(법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아가 귀환한 국제입양인에 대하여는
단순한 모국방문 서비스에서 나아가 국내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명문화했다. 특히 최근 어려서 해외로

제34조(입양기록에 관한 조사) ①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친생부모는
양자가 된 사람과 입양기록에 친생부모라고 기재된 사람이 친생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기록에 관한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입양절차와 관련된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청구의 방법, 조사 절차·방법 및 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입양되었으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40년만에 한국으로 강제추방되거나, 귀국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해외입양인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보호하지 못하고 국제입양 보낸 입양인에 대하여 강제추방 및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귀환 입양인의 국내
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하여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취업 기회의 제공 및 취업교육의 제공,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주거·생계 지원 등을
명시하였다.(법안 제40조제4항)

◌ 개정방향
■ 헤이그협약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시(법안 제35조)
■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법안 제41조)
■ 국제입양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법안 제2조제8호)
- 외국으로의 입양: 대한민국(상거소 또는 국적)의 아동-> 외국(이동 또는 국적취득)
- 국내로의 입양: 외국(상거소 또는 국적) 아동 -> 국내(이동 또는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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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으로의 입양
① 적격 심사

상대적으로 강화된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은 중앙입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하되(법안
제57조제2항), 중앙입양원을 특수법인화하여 조직 운영에 안정성을 꾀하고(법안 제47조제2, 6항), 예비

- 한국아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입양 적격 심사 담당(제37조제1항)

양부모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법안 제47

- 외국아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의 본국 중앙당국 등에 협조 요청 가능(제37조제2항)

조제5항). 또한 과거 입양원이 입양기관의 출연으로 운영되었던 관성으로 입양인의 이익이 충분히 대변되지

② 입양의 신청
-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예비 입양 부모(한국인+외국인): 수령국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제38조제1항제1호)
-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제38조제1항제2호)
③ 입양 진행 및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령국의 중앙당국 등으로부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자격 보고서 수령 및 확인(제39조 제1항)

못해왔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중앙입양원의 이사 구성시 입양인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였다(법안 제48조제1항). 그리고 입양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록을 영구보존할 의무를 지고,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양기록을 중앙입양원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법안 제49조). 나아가 입양기록의 이관 및
취합·보존에 관한 법안 제49조의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입양기관 등이 기록한 입양 관련 기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였다(법안 부칙 제4조).

④ 결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결연 결정 후 수령국의 중앙당국에 송부(제39조제3항)
■ 국내로의 입양

입양이 그저 아름다운 것이라 통용되는 우리 사회에 두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현행 입양 법제도 하에서 아동이 어떠한 양부모를 만날지 여부는 순전히 아동의 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밖에

① 입양적격 심사 절차: 별도 규정 없음

없다. 어떤 입양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동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입양가족은

② 입양의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아동의 출신국 중앙당국 등에 신청(제38조 제2항)

친부모와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사회가 만들어 준 대안 가족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동 인권 최우선의

③ 입양 진행 및 협의

관점에서 입양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할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비양부모 조사·보고서 작성 후 출신국 중앙당국 등에 송부(제40조제1,2항)

고민하는 시점부터 아동을 입양부모에게 인도하기까지 입양절차를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게 일임해서는

- 대한민국에 상거소 있는 한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된다. 입양 절차가 아동복지법상 공적인 아동보호체계와 단절되어 운영되는 것도 문제이다. 아동이익

아동에 관한 보고서 작성하여 복지부장관에게 송부(제40조제4항)

최우선의 원칙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정부가 아동복지 시스템 내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관장하도록 입양
제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8

그 밖의 아동인권을 위한 조치들

이 밖에도 그 동안 입양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이슈와 쟁점을 해결하고자 조문과 부칙을 정비했다. 입양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 청취를 보장하였고(법안 제15조),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던 입양을 제재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간에 입양을 의뢰·알선 또는 조장·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법안 제5조제3항, 제59조제2항제
1호) 또한 법 적용이 개정 후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논란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하여 부칙에
개정 전 입양된 사람에 대하여도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입양 절차상
공적인 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입양기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위탁받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법안 제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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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the Reform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based on Daegu, Pocheon adoptee’s death

So, Ra-mi(Gonggam)

Every medical evidence substantiated that the adoptive parent was guilty but the head chief of adoption agency
testified that the parents are not that kind of people. The court asked in return that how could the chief of adoption
agency who is a legal guardian of the child would take on the side of child abuser’s side. This case reveals that the
adoption process led by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be intervened by the official extensively.

2

The process of adoption based on reformation

1) Change of responsibilities in each adoption process
Process

Current Law

Reformation

Application

Adoption agencies

Birth parents: local government
pre-adoptive parents: MOHW(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unseling(Birth parents)

Adoption agencies

Local Government

an incidence that a six-year-old girl who was adopted was murdered, dismembered and secretly buried by her

Education
(pre-adoptive parent)

Adoption agencies

MOHW

parents(‘Pocheon incidence’ from hereinafter).2) Less than a year from then, a 6-month-year old adopted child

Adoptability(adoptive child)

Adoption agencies

Local Government

was been sent to the emergency room. It was found out that the adoptive mother had abused the child because

Matching

Adoption agencies

MOHW

of the child’s wining in the early morning.3) In past years, every time child abuse and death case has happened,

Foster care before adoption

Adoption agencies

Family Court

the administration had announced improved countermeasures. In spite of these measures, death cases of adopted

Adoption trial/permission

Family Court

Family Court

children reveal that blind spot still remains. After 2016 Daegu and Pocheon incidence, child-human rights activists,

Post adoption service

Adoption agencies

MOHW

1

Background

At the end of July, 2016, a three-year-old ‘Eunbi(anonymous)’ who was sent to pre adoptive family of Daegu
had died after diagnosed of brain death (‘Daegu incidence’ hereinafter).1) Also, early in October, 2016 there was

researchers, lawmakers worked together as a verification mission to find out the reasons and countermeasures of
adopted child’s death.

2) Adoption process based on reformation

The mission investigated the adoption agency that was in charge of Daegu incidence, the police who was in charge
of investigation 1st and 2nd child abuse, hospital which treated the child. We listened to child’s birth mother. The
team wanted to point out the defects of current adoption law and propose improvement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Daegu incidence.
The UNCRC which Korea has signed in 1991, declares that ‘Child’s Best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t the top
priority in adoption procedures. However, it is dubious that adoption led by the private is done in the principle of
‘child’s best interest’. In the Eunbi’s death case, the head chief of adoption agency appeared as the witness that took
on the adoptive parent’s side.

72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73

3. Organizing adoption process for ‘every child’ based on ‘Child’s Best interest’ principle

◌ Reformation direction
■ Broadening eligibility for adopted child to ‘Child in need’ to ‘child’ (Article 1)

Current legal system that take in charge of adoption is dualized; ‘Civil Act’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 Applying 3 degree of kinship(including uncle, aunt, grandparents) adoption to the Civil Act( Article 3)

Adoption(Special Adoption Law hereinafter)’. Special Adoption Law is applied for the child in need(child protected
Current Law

Revision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for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procedures, etc. for
the adop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support thereof,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the rights, interests
and welfare of the children to be adopted.

Article 1 (Purpose)
This act regulates requirements, procedures, etc for
the child's adop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support thereof,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the rights, interests and welfare of the
children to be adopted.

or adopted in the child protection facility). Civil Act is applied when birth parents and adoptive parents reach on
agreement. Current adoption system which leads into different adoption process and results whether child is in
need is against the child’s best interest principle.4) In 2016, Pocheon case which 6-year-old adoptive child was
murdered by the child’s adoptive parents was Civil Act adoption. Birth parents and adoptive parents who were in
the same neighborhood agreed on child’s adoption and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court. However, in the Civil
Act’s adoption process, it lacks pre-adoptive parent’s education or verification and post adoption services. From the
press reports, the adoptive father of Pocheon case was known to have about 10 criminal records. We should regulate
adoption of every child should be done strictly in the basis of child’s right.
It is evident that separate existence of SAL is significant5) since Civil Act adoption is not inclusive that cannot
include overseas adoption and detailed process. I suggest that Civil Act regulates general respects of adoption and
in SAL should be revised into more refined manner that adoption should be done based on Child’s Best interest.
Adoption for the adult and inter-family adoption(remarriage family adoption or 3 degree relative adoption) which
will be less likely to harm child’s interest should be completed by Civil Act. Adoption system of under age 18 child

Article 42 (Relation to Civil Act)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matters concerning adoptions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who is not in the boundary of family, should be reorganized that the public can intervene from adoption application

Article 3 (Relation to Civil Act)
Requirements, procedures, etc. for the adop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nd matters should be
followed by this act.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matters concerning
adoptions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Provided, 3 degree of kinship(including
uncle, aunt, grandparents), step parents adoption
should be followed to the Civil Act.

to court’s admission.

4

Adoption responsibility: from private to Public

1) Adoption commencement and matching
In Daegu case, Eunbi was sent to foster care before adoption(adoption trial) twice. Even worse, Eunbi was sent to
the second family after 1 month of ‘returning’ from the first pre-adoptive family. Special Adoption Law regulates
child to be sent to the adoptive family after court’s decision. However, current ‘adoption trial’ is solely responsible
to the adoption agency’s arbitrary decision without any legal or public intervention. Not only that, adoption
agency’s fully authority is demonstrated to the decision that adoption is the best choice for the child(adoptability),
child’s transfer and protection during adoption procedure, child and adoptive parent’s matching, foster care before
4) Ahn, So young “Measures to Improve the Adoption Legislation : In Response to the Ratif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Ehwa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5, p. 12
5) Kim, Jun “Analysis of Special Adoption Law legislation”,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report, 2017,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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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the result of adoption tragedy which was done solely by adoption agency.
UNCRC and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Hague convention from following) declares that adop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hild’s best interest and regulates that central authority should supervise. Based on th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in Sweden, every process of adoption is supervised by the central authority.
Further, it minimizes the role of private adoption agency and even prohibits the private to intervene in the essential
adoption process. It is also a big problem that adoption is separated from the child welfare system. Hague convention
makes clear that every child should be raised in a family. Every child should be provided with all the possible child
welfare and social services to live with his/her birth parents. Adoption should be the ultimate step. However, in
Korea, just by saying that the birth parents want to send the child to adoption, the adoption process initiates. There
is not enough time for providing child support services for the single mothers or local social services. Parents can
use foster care or facility care until their situations get better, but in Korea, these kinds of services are not provided
for them. Under current Child Welfare Act, if the adoption agency gets the application and take over the child, there
is no other way to intervene.
Current system which private adoption agency decides initiation of adoption and taking over child should be
changed. Birth parents who have hard time raising children should receive counseling and child support service
in the local child welfare system, not from the adoption agency. After all these being done, adoption should be
the last choice. Local government official should decide whether adoption is the best interest for the child, not the
adoption agency. Adoption should be initiated from the public adoptability decision. Adoption agency should not
protect the child during the adoption process, in principle it should be the birth parents, if it is impossible, child
should be protected by foster care or facility care which is regulated by the Child Welfare Act requested by the local
government. For adoption,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should verify their qualification and apply adoption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not the agency. Also, matching between the child and prospective parent should be
done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not the agency.

◌ Direction for Reformation
■The Public is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and adoptability of adoption
■Birth parents should apply adoption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 and prospective parents should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urrent Law

Reformation

Article 9(Eligibility for Adopted Children)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be adopted
under this Act:

Article 9(Decision of Eligibility for Adopted Child) ①An adopted child
under this Ac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a Do Governor,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limited
to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ould
determine the adoption for the child is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
1. A child whose guardian applied adoption to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2. A person who does not have any guardian to the assistance facilities
prescribed by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istance facilities"), because it is impracticable to
find any person responsible for his/her support;
3. A child of a person who is deprived of parental authority by a court
ruling, and whose protection is requested to assistance facilities b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1. A person who does not have any guardian and
whose protection is requested by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a Do Governor,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limited to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the
assistance facilities prescribed by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istance facilities"), because it is
impracticable to find any person responsible
for his/her support;
2. A person whose parents (or another lineal
ascendant, if the parents cannot give consent
due to death or other grounds) or guardians
consent to the adoption, and whose
protection is requested to assistance facilities
or adoption agencies specified in Article 20;
3. A child of a person who is deprived of parental
authority by a court ruling, and whose
protection is requested to assistance facilities
b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Gun/Gu;
4. A person whose protection is requested to
assistance facilities b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because it is
impracticable to confirm persons responsible
for his/her support.

4. A person whose protection is requested to assistance facilities b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because it is
impracticable to confirm persons responsible for his/her support.
② Before making decision of paragraph 1,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Si/Gun/Gu should provide information of child support and
counseling to the guardian, parents etc or provide or connecting
related welfare service.
③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Si/Gun/Gu who has accepted
application of adoption by subparagraph 1, paragraph1, can transfer
child to foster care or facility that is acknowledged by 'Child Welfare
Act' Article 15.
④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Si/gun/Gu who has decided
by paragraph 1, should write a report of adopted child's family
environment, health condition according to presidential decree and
should regis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the database of article 8.
⑤ Adoption application procedure according to paragraph 1 and
counseling information of paragraph 2 is regulat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should apply adoption to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rticle 12)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tches adoptability child and qualified prospective parents based on the adoption
evaluation committee’s decision(Artic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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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Guardian Duty of Head
of Adoption Agency)(1) When
the head of an adoption agency
takes custody of a child to
be adopted from the head of
assistance facilities, parents,
etc. to mediate the adoption,
he/she shall be the guardian of
such child until the adoption
is completed from the day on
which he/she takes custody
of the relevant chil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ourt has already designated
a guardian for the child to be
adopted.

Article 10(guardian of adopted child) ① A child protected by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Si/gun/Gu under Article 9 (3) decides on Article
9 (1), under Presidential decree, head of local government or guardian
under Act On The Guardianship Of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will
be the guardian before court's decision for adoption under Article 20.
Provided, that child has guardian by the court will not be in this case.
②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shall cease when the parent gives custody of a child to be adopted:
Provided, That it may be resumed when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withdraws his/her consent to adoption under Article 13 (5).
③ In cases of parental custody has been ceased according to paragraph
2, child's guardian should notify, if there is no other circumstances,
adoption procedure, child's health and welfare to the birth parents before
court's decision of adoption.

2) Pre-adoptive Foster care
In the Daegu case, Eunbi was in the ‘pre-adoptive foster care’ twice. First foster care was for 4months starting
from July, 24th 2015 and until November, 27th 2015. Second foster care started in December, 19th 2015. During

(2)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shall cease when the
parent gives custody of a child
to be adopted: Provided, That
it may be resumed when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withdraws his/her consent to
adoption under Article 12 (5).

the second foster care, in April 4th, 2016, 1st report of suspected child abuse was reported and in July 15th, 2016
2nd suspected child abuse was reported. Eunbi was in Brain death right after the second report of child abuse in
July 15th, 2016 and died in October, 29th 2016. Current Special Adoption Law clarifies that “Where permission to
adopt a child is granted by a court decision, the adoption agency or the parents shall transfer custody of the child to
be adopted to new adoptive persons.(Special Adoption Law Article 31 paragraph 1)”. In the case of Eunbi, Seoul
Family court’s permitted adoption in July 22nd, 2016. However, Eunbi was sent twice to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even before the court’s permission.
Article 12(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adoption) ① Those who are
planning to adopt a child according to this act should apply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Newly established

Article 16(Matching)
①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match adopted child with
prospective parents based on the report under Article 9 (4) and Article
12 (2) and committee's evaluation under Article 17 and also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child's best interest.
② Paragraph 1's Matching decision period, procedure and etc. should be
decid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ho has accepted application of
paragraph 1 should write a report of adoptive parents under Presidential
decree after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of family environment in order
to find out the suitability by Article 11
③ Applicant according to paragraph 1 should diligently be involved i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and should not distort, exaggerate, hide
the fact or applying false documents etc.
④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request necessary information to central
authority,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 adoption agency regarding
investigation of paragraph 2. In this case, the head of organization who
have received request should conform to it if no other special reason.
⑤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decide on processing matching
under Article 16 whether the applicant is suitable under Article 11 based
on report under paragraph 2 and through committee's evaluation.

As the 2011 Special Adoption Law reformation was implemented in August, 2012 court’s permission process was
newly introduced. From then, adoption was accomplished after the court’s permission. Adoption permission is not
a trial case, so it is more simple than other court’s trial but it takes 3-6 months after the application. Since adoption
process takes longer than it was, adoption agency considered ‘pre-adoptive foster care’ as an alternative. However
foster care before adoption cannot be found either in the Special Adoption Law, or in the 2016 manual for adoption
that was published by the KAS(Korean Adoption Services).
Pre-adoptive foster care deprives Special Adoption Law Article 31 (1). The background of the regulation was to
transfer child after ensuring that adoption ensures child’s best interest by the court. In short, the article shows the
effort of ensuring child’s welfare and safety. However, pre-adoptive foster care will transfer child to prospective
adoptive family just by the adoption agency’s independent decision. It allows child’s transfer without public
intervention. Current custom which allows pre-adoptive foster care degrades court’s decision to be little more than
a formality. Pre-adoptive foster care should not be done by way it is now, rather it should be done in the child’s best
interest principle under child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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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hould reform the adoption related act and specify procedures, main agent, monitoring method of pre-adoptive
foster care and ways to reflect court’s decision as to minimize the confusion of adoption services and considering
the child’s best interest. After Daegu case, some of the bills that regulate pre-adoptive foster care are now in the
parliament. MP Guem Tae-Sub has proposed ‘Partly Revised Act On Special Caes Concerning Adoption’. In the
bill, it declares that family court can allow transfer of the child to prospective parents when examining the parenting
styles for the court’s adoption permission.6) However, this kind of viewpoint that allows pre-adoptive foster care
can break out into adoption experience. Pre-adoptive foster care should be done in the terms of ensuring that family
environment is perilless and appropriate for the child’s welfare. It should be thoroughly done in the basis of child’s
right and arrange legal grounds.

5

Fulfilling ‘Preserving family of origin’ principle

The heart-broken result of verification mission report is that Eunbi’s mother who was 17 year old struggled to
care and support the child but could not receive any help. For 21 months, before visiting adoption agency, Korea’s
welfare system and the community could not provide suitable service for her. Lack of support for teenage single
mom leads to adoption. As a result, 90% of adopted child in Korea is from single mother. Perhaps we ourselves
think sending child for adoption is much better for the child and the mother than caring by herself. Maybe some will
ask why should we waste our tax for the child born outside the wedlock. However, UNCRC and Hague convention
declares that every child should be cared from the family of origin. Especially, in Hague convention, it declares that

◌ Reformation direction
■ Pre-adoptive foster care should be decided by the family court at the child’s welfare view point.

preserving family of origin should be the priority, and if it is unlikely, next choice is to find a domestic family for
child protection and then consider international adoption at the final step. From the Philippine’s example, waiting
period is set for 3months and during the time it assures single mothers to receive counseling and support.7) Also,

Current Law

Reformation

Newly Established

Article 19(temporary transfer decision)
① Family court can decide temporary transfer by its authority or by application of
matched adoptive parents by Article 16 that it is decided that foster care before
adoption is suitable for child's welfare, temporary transfer is possible.
② If deciding temporary transfer, family court should examine all the necessary
documents specified in Article 20, paragraph 1, subparagraph 1 to 5.
③ By paragraph 1, the decision of temporary transfer can be appeal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④ Family court can revoke temporary transfer if adoptive parent's parenting attitude
is problematic or other reasons indicated in Presidential decree. In this case, family
court should designate child's guardian and immediately order child's transfer to the
adoptive parent
⑤ If birth parent withdrew consent of Article 13, paragraph 5, Family court should revoke
temporary transfer and order transfer child to birth parents.
⑥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write a regular observation report of child's
adjustment or development that is regula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starting from temporary transfer decided by family court and until adoption
permission by Article 20 paragraph 1.
⑦ Other application procedure, court trial, decision and all the other necessary things
are regulat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

6) 2017년 3월 31일 금태섭 의원 대표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6524) 법안 제1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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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the adoption process is ongoing, the government supports birth mothers to take care the child. In Czech
Republic, waiting period is regulated as 6 weeks, and during this time, in principle, birth mothers should take care
of the child.8) If the birth parents are not possible, then it provides public support system such as temporary child
care facility or foster care.
Therefore, we should implement proper waiting period to ensure birth parent’s care before adoption procedure.
Local government should provide all the possible measures for supporting family of origin. Improvement of system
are essential such as ensuring birth parents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if they want even though the adoption is
processing. If birth parents are not ready to support their child, they could receive notifications of the child’s status.

7) KAS, Hague Convention Ratification Team, Philippine business trip result report, 2014
8) KAS Hague Convention MOU team, result report -Czech Republic, Pol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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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Reformation direction
■ Ensuring a stable waiting period(Article 14)
■ Opening up the possibility for birth parent’s child care after the adoption process initiates(Article 10)■
Current Law

Reformation

Article 13 (Requirements, etc. for Consent to
Adoption)(1) The consent to adoption under
Article 12 (1) shall be obtained after one week
from the date of birth of the relevant child.

Article 14(Requirements, etc. for Consent to Adoption) ① The
consent to adoption under Article 13 paragraph 1, 2 shall
be obtained after 30 days from the date of birth of the
relevant child.
② No money, nor property gains, nor any other benefit in
return shall be given or received, or promised to be given
or received, in return for the consent to adoption under
Article 13 paragraph 1, 2.
③ Under subparagraph 1, paragraph 2 of Article 13, the
consent of the child shall be obtained in free declaration

(2) No money, nor property gains, nor any other
benefit in return shall be given or received, or
promised to be given or received, in return for
the consent to adoption.
(3) Before obtaining consent to adoption under
Article 12 (1), an adoption agency shall provide
the natural parents with sufficient counseling
services with respect to what kind of support
is available if they raise a child directly and the
legal effect of adoption, etc., and the contents,
etc. of the counseling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④ Before obtaining consent to adoption under Article 13
paragraph 1, 2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Si/

gun/Gu shall provide the birth parents, legal guardian,
child with sufficient counseling services with respect to
what kind of support is available if they raise a child directly
and the legal effect of adoption, etc., and the contents, etc.
of the counseling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ses filed to the Korea Adoption Services(KAS) or adoption agencies, the release of adoption information from the
birth parent’s consent was only 14.7%. Even though the birth parents were identified, 33.3% of information release
application was denied because of refusal, death, no-response information. 50.9% were even impossible to locate
birth family. In current Special Adoption Law, only the Article 36, regulates adoptee to access his/her own adoption
record. Adoption agencies and related facilities do not consider family research as one of adoptee’s right, which
led to showing uncooperative attitude arguing the information is under confidentiality. Thanks to 2011 reformation,
adoptee’s right for their information was assured but it is still not sufficient.
UNCRC Article 7 regulates “Children also have the right to know and, as far as possible, to be cared for by their
parents.” United Nations Child Rights committee showed concern that “Governments do not assure finding rights
of adopted child’s family of origin” and demanded “governments to assure adopted child to be given information
of birth family and provide suitable professional services and legal procedures”.11) Korea’s constitution guarantees
right to know as basic legal rights. Constitution court declares that right to know is one of provisions of Constitution
Article 21’s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know leads to popular sovereignty(Article 1), human dignity and
value(Article 10), and right to human dignity(Article 34 (1)).12) Therefore, adoptee and their parent’s access to
Article 21.
Current SAL regulates a person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as “person who has been adopted under this
Act” However, adoptee’s family such as birth parents or siblings are also accessible to adoption record or have
right to know the family based on constitution or UNCRC. In the case of USA, 42 states ensures adoption record

Article 10(Guardian or etc. of Adopted child)
① Child requested protection by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Si/gun/Gu under Article 9 (3)9) was decided by Article
9 (1), the child's guardian is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or guardian according to Act on the Guardianship of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until court's permission for adoption
under Article 20. However, if the court has guardian for the
child, it does not belong.
② According to Paragraph 1, adopted child's guardian's
custody suspends10). However, if guardian withdraws
consent under Article 13 (5), custody resumes.
③ Under paragraph 2, if custody suspends, child's guardian
should notify about process of adoption and child's health
and welfare to birth parents if requested until court's
permission of adoption without any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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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2015 National Audit, after reformation of Special Adoption Law and until August, 2015 among the

adoption record, and right to know the family is basic human right based on UNCRC Article 7 and Constitution

(4) Before obtaining the consent to adoption under
Article 12 (4), an adoption agency shall provide
a child to be adopted with sufficient counseling
services concerning the effect, etc. of consent
to the adoption, and the contents, etc. of the
counseling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82

Ensuring Birth Family Search

disclosure claimant to ‘birth parents’, 33 states guarantees birth parents or ‘siblings’. In comparison, Korea confines
the scope of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claimant. Thus, we should reform the related law that extends the
scope of claimnt from adoptee to adoptee’s children, birth parents, and siblings.

9) In the Reformation Article 9 (3), if birth parents are not able to raise their child,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authority child can be in
protective action. Therefore, even though adoption has been applied, birth parents can protect the child
10) Custody remains if the birth parents protect in the process of adoption
11) UNCRC handbook, Korean Child Right monitoring center, 2009 (p. 207-208)
12) 1991. 5. 1. Constitutional court verdict 90헌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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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current Article 36 (3) regulates that “Where natural parents die or cannot give consent due
to other grounds, if the information on adoption is required for a medical treatment of the adopted person or if
exceptional circumstances arise, such information may be disclos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onsent of the
natural parents is obtained,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paragraph (2).” In applying this enactment in practice,
even though the birth parent has been died, it requires medical purpose for adoptee. This kind of enactment and
interpretation disregards the purpose of legislation. At the time of reformation in 2011, the article tried to promote
balance between adoptee’s ‘right to know his/her identity’ and ‘privacy protection of birth parents’. In other words, if
birth parents die or have conforming reason not being able to agree, importance of protecting privacy will relatively
drop the and adoptee’s right to know should be more promoted. It is same when disclosure purpose is for medical
treatment for adoptees. Therefore, we should distinguish cases when birth parents cannot agree because of death or
other reasons and medical treatment purposes, we should reform the enactment so that adoption information can be
disclosed without parent’s consent.
As we have seen before, it is very rare that returning adoptee can access adoption information. More than half
of the cases, is impossible to ask the consent of information release because it is almost impossible to locate birth
parents, and even if the birth parents are located 30% of them fail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because of parent’s
no response or denial.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other procedure to appeal to the consequences. Therefore,
we should establish appealing process by reforming the act. Also it is necessary to equip database information
and connecting database inform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to locate birth parents. We also
introduced pre-consent procedure of birth parent’s information at the initiation of adoption or at the process of
adoption.
Even though family search is successful, there were some cases that parents who were in the adoption record
was not biologically matched with the adoptee from the DNA test. This misinformation was probably deliberate
or was a mistake by adoption agency. In this case, adoptee’s family search should be first and foremost. We should
supplement procedures which will open up the possibility that record has been exchanged with other adopted child
and organize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can thoroughly examine 3 months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and find
the error.
◌ Reformation direction
■ Broadening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claimant to birth parents and birth siblings(Article 30-1)
■ Indicating possible cases of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without birth parents’ consent(Article 30-4)
■ Establishing appealing procedure when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has been denied(Article 31)

Current Law

Reformation

Article 36 (Disclosure, etc. of Information
on Adoption)(1) A person who has been
adopted under this Act may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his/her
adoption which is held by the Korea
Adoption Services or the relevant adoption
agency: Provided, That if a person who
has been adopted under this Act is a
minor, he/she shall obtain consent thereto
from his/her adoptive parents.

Article 30(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right) ① A person who
has been adopted and his/her children(if adopted child died, he
or she should be adult), birth parents and sibling, 3 degree
relative(limited to international adoption) under this Act may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his/her adoption which is
held by the Korea Adoption Services or the relevant adoption
agency: Provided, That if a person who has been adopted
under this Act is a minor, he/she shall obtain consent thereto
from his/her adoptive parents.
② Upon receiving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president
of the Korea Adoption Services or the head of the relevant
adoption agency should immediately disclose such
information after obtaining consent from the natural parents of
the adopted child: Provided, That where the natural parents
refuse the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he/she shall disclose
such information other tha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natural parents.

(2)

Upon receiving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president of the Korea
Adoption Services or the head of the
relevant adoption agency shall disclose
such information after obtaining consent
from the natural parents of the adopted
child: Provided, That where the natural
parents refuse the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he/she shall disclose such
information other tha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natural parents.

(3) Where natural parents die or cannot give
consent due to other grounds, if the
information on adoption is required for a
medical treatment of the adopted person
or if exceptional circumstances arise, such
information may be disclos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onsent of the natural
parents is obtained,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paragraph (2).
(4) The scope of information to be disclosed
upon request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questing such disclosur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The head of Korean Adoption Services should confirm the
birth parent's consent under paragraph 2 during the time and
procedure mentioned in Presidential decree and notify the
result to the claimant under paragraph 1. If not be able to find
out the consent,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deadline if notifying
the excuses of paragraph 1.
④ Despite conditions of paragraph 2, if any of the listed birth
parent's information can be disclosed
1. Where birth parents die or cannot give consent due to death
or missing
2.,required for a medical treatment of serious physical and mental
illness of the adopted person
3. other reasons needed for information disclosure necessary for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⑤ The head of Korean Adoption Services or other should notify
claimant i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is denied. In this
case, acceptable reason should be notified.
⑥ From paragraph 1 to paragraph 3,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application procedure and manner, and other
necessary matters is regulated from Presidential decree
⑦ If birth parents or siblings, 3 degree of relative have
requested disclosure under paragraph,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applies paragraph 2 and paragraph 3
and in this case, 'birth parents' are exchanged to 'adopted
child'

■ Establishing pre-consent procedure for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of birth parents(Article 32)
■ Establishing genetic database information system and support of birth family genetic test(Article 33)
■ Establishing investigation procedure, if misinformation has been found(Articl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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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Investigation of adoption record)

Article 31(Appeal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adopted child
① Under Article 30, paragraph 5 the filer who has been notified refusal
of adoption disclosure, he/she can appeal to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ithin 30 days.
②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decide on disclosing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committee under Paragraph 4 within 2
months after having appeal under Paragraph 1.
③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notify the result under Paragraph 2 to
institution which refused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④ Establishing adoption information screening committee under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Under paragraph 1,
⑤ Appealing process under paragraph 1, and establishment and constitution of
adoption information screening committee under 4 will be under Decree of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rticle 32(pre-consent of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by natural
parents) ① Child's natural parents can apply consent of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under Article 32 paragraph 2 under following cases.
1. If adoption process is ongoing, applying to Mayor-Do governor or Si,gun,gu
governor
2. After adoption being established, applying to head of Korean Adoption
Services.
② Si, do governor, or si-gun-gu governor or head of KAS under paragraph 1
should register information disclosure consent to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8. If adopted child files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under Article
30 paragraph 1, adoption information can be disclosed under paragraph 2.

① If Dna test be found out that adopted child and the parents listed in adoption
record is not biologically related, adopted child or his/her children or birth
parents can file for adoption record investigation to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② According to paragraph 1,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investigate
the public institution, organization that were related to the adoption procedure
if there is no other significant reasons to avoid.
③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notify the result to the filer who was
under paragraph 1 under paragraph 2.
④ Procedure of filing, result notification etc by paragraph 1 to paragraph 3
should be regulated by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7

Special exemption of overseas adoption procedure

This reformation was provided to actualize the UNCRC and Hague Convention’s principle in every adoption
process. Every adoption should prioritize child’s best interests, and public official should authorize adoption
process. This should be fulfilled regardless of adoption sending country’s ratification of Hague Convention. The
only difference of ratification of Hague Convention is that the authority is different. Therefore, this reformation does
not distinguis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ion and limits international adoption in the Special Adoption Law.

Article 33(Support of family search)
①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establish and operate cooperation
channel with Police, local government, KAS, adoption agencies etc and
information network system to support adopted child and birth parent's
family search.
②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support DNA test for adopted child
and natural parents.
③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utilize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and connect with Article 8, paragraph 2 information system for missing
children etc. for protection and support
④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provide counseling etc necessary support
for the meeting and exchange between adopted child and birth parents.
⑤ Things needed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and the degree and procedures for private information needed
to connect with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3 can be regulated
under Presidential decree.

We should fundamentally look back of Korea’s child welfare system. Korea is the only OECD country that sends
child to overseas and should reorganize adoption and child welfare system that will lead to international adoption
suspension. In this regard, it was unnecessary to legislate special act for international adoption. Therefore, it is only
necessary to regulate adoption related procedures such as application for adoption, investigation and writing report
of adopted child or adoptive parents etc for international adoption that needs to be clarified should be listed in the
international adoption chapter. It applies domestic adoption for adoption eligibility, court’s permission etc.
Also, regarding post adoption services of overseas adoption were revised. It regulates that “ After 1 month, 6month,
12 month from initiation of adoption, requires receiving and confirming central authority’s report”(Article 40 (1)1). Further regulates returning adoptee should be provided of services to help settlement and adjustment to Korea
which goes more than just a motherland tour. There was a heart-breaking story that an adoptee who was sent to
United States but did not acquire citizenship and deported to Korea after 40 years and was reported that committed
a suicide for having hard time adjusting. Korean society should prepare legal basis that can support adoptee who has
been deported or in crisis. Therefore, in this revision we have specified services for returning adoptee’s adjustment
and crisis “visiting and reinstatement of citizenship,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y, employmen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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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social services for settlement, medical, housing, living support for adoptee in deporting crisis(Article
40 (4)).
◌ Reformation direction
■ Specifying central authority in Hague convention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rticle 35)
■ Issuing certificate of compliance of Hague Convention(Article 41)
■ Refining definition of International adoption (Article 2-8)
- International adoption: Korean child ▶ overseas(migration or acquiring citizenship)
- domestic adoption: overseas(habitual residence or citizenship) child ▶ Korea(migration or acquiring
citizenship)

8

Other Measures of Protecting Child Rights

Articl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were modified to solve issues of adoption; To assure child’s opinion(Article
15), sanctions for illegal child adoption requiring” It is prohibited to help adoption without the eligibility and
procedure under this law”, and if violated, can receive criminal punishment(Article 5(3), Article 59 (2)-1). Also,
there were some controversy that the law was for the child adopted after the act was reformed, we have specified
in the appendix that information disclosure claim is also for the adoptee who was adopted before the law was
reformed. Since public intervention has been reinforced during the adoption procedure, preexisting role of adoption
agency has been reduced. However, adoption agency can proceed education for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and

■ international adoption

post adoption services(Article 57 (3)). The role of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hich was relatively reinforced,

① adoptability evaluation

was commissioned to the Korean Adoption Services(Article 57 (2)), making an attempt to make KAS as special

- Korean child: head of local government is in charge of international adoptability(Article 37-1)

corporation to stabilize organization(Article 47 (2)-6) for the accessibility of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added

- Overseas child: Head of local government can request cooperation of child’s own country’s central

regulations to establish branch of KAS(Article 47 (5)). Also, reflecting the criticism that the KAS did not reflect

authority(Article 37-1)

adoptee’s interest, when constituting board of directors, ensured adoptee to be the member (Article 48 (1)). Also

② Application of adoption

for the preservation of adoption record,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Head of local government has duty to

-
pre-adoptive parents residing in overseas(Korean+Foreigner): Confirming recipient country’s
legislation’s procedure and applying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rticle 38-1-1)
③ Process and discussing adoption
-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cieves of qualifying pre adoptive parents from the recipient country’s
central authority. (Article 39-1)
④ connecting
- In the respect of Article 16,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cides connection and sends the result
to the central authority of recipient country(Article 39-3)
■ Adoption to Korea
① Procedure of adoptability: no separate regulation
② Application of adoption: Applying to Child’s birth country’s central authority through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Article 38-2)
③ Processing and discussing adoption
- Sending reports to child’s birth country’s central authroity of pre-adoptive parents(Article 40-1,2)
- If Korean adopts foreign child residing in Korea,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 should write a report
about the child and sending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Article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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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ly preserve adoption record, and if adoption or facilities permanently or temporarily close, we obligated
that the adoption record to be sent to KAS(Article 49). Furthur, article 49 related to transferring adoption record
and information gathering and preservation was regulated to the information that was made before this law is
implemented(Appendix 4)
Two death case of adopted child by abuse tells another story of adoption to this society where adoption is considered
to be a beautiful thing. Under current adoption system, it depends on luck of what kind of parent will a child
would meet. It will be a whole new story for a child’s life of what kind of adoptive parent that the child will meet.
Adoptive family is an alternate family for children who are not possible to live with their birth paren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the adoption at the view point of child’s right and b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Private adoption agencies should not intervene from the step where birth parents are deciding
on giving up child and until transferring the child to adoptive parent. It is also a problem that adoption procedure
is separated from the public child protection system under Child Welfare Act. We should reconstitute adoption
system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ill process and control adoption procedure in the principle of child’s
best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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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02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그리고 공익인권재단 공감의 ‘대구 포천 입양아동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양 특례법
전부개정 제안’

고경석 회장 | 한국입양홍보회

2018년 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임하는 입양가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2016년 7월과 10월 대구와 포천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공교롭게도 예비입양가정 그리고 입양가
정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입양가족들은 그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일반가정’이 아닌 ‘대안가정’으로 취급받고
있는 입양가족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파문을 일으키고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 입
양이라는 말이 불온하게 오르내릴 때, 마치 모든 사태의 근본이 입양인 것처럼 세상에 회자될 때 우리 입양
가족들은 점점 죄인이 되어갔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모든 입양아들이 정상적인 부모 아래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즉, 대구와 포천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학대를 당하거나 살해의 위협 속에 갇혀있지 않는지를 전수조사 한다고 했습니다. 느닷없
이 잠재적 범죄가가 된 많은 입양부모들이 담당공무원의 전화와 가정방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때의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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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마음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도나 법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양가족은 제도개선위원회가 대단히 확률이 적
고 파행적이었던 두 개의 사건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는 것과 아울러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절대다수 입양가족

입양가족은 혈연이 아닌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가족이 되었지만 보통의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는 마음이 혈연가족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양을 하기 전에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이 그것이지만 입양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 또한 그것입
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의아해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애틋한 그 마음이 입양으로 맺어진 부모자식에게도 똑같이 간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들로부터 긍정한것을 토대로 더욱 긍정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
다.왜냐하면 남인순 의원께서 새로이 내시고자 하는 법안의 맥락 속에 드러난 입양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이
비극적인 특정한 사건에 치우친 나머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입양가족들은 느껴야 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개정하는데 그동안의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긍정할 것은
체계로 끌어들여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간격으로 벌어진 비극적인 두 개의 사건 때문에 모든 입양부모가 죄인이 되어
야 했고 잠재적 범죄자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전혀 동정 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의 아이들은 위태롭고

<3>

위험한 가정의 아이로 전락했습니다. 그것도 국가기관이 개입된 전화와 방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한국전쟁 고아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근대입양의 역사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입양을 주도

일련의 과정은 말하자면 밝혀진 단 두 건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 2016년 사이 입양된 입양아
수가 보건복지부 통계로 15,845명이었습니다. 단, 두 건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과
이만 명에 달하는 입양부모들이 아동학대 피해자거나 가해자가 될 개연성 높은 가족 집단으로 취급된 셈입니
다. 사실은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자식관계 속에서 일상을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했던 건 국가가 아닌 민간입양기관이었습니다. 해외입양이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와 80년대 산업화 시기
국가는 해외입양 뿐 아니라 국내입양조차도 사실상 방치했고 방기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산업화를 거치고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해외입양인은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낮선 나라에서 파행적인 삶
을 살아야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는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작년 1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친부와 양모에게 학대당하고 살해당한 준

합니다. 그게 어려울 경우 국내입양을 차선으로 하며 그 마저도 어려울 경우 해외입양을 권합니다. 보육원

희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유사사건이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일어났다면 과연 언론은 친부와 계모

이나 시설은 최후의 방안입니다. 어떻게든 홀로 남은 아이에게는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임을 국제사

혹은 친모와 계부로 구성된 모든 가정을 비정상의 위험한 가족집단으로 단정하고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동원

회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해 아동학대나 살해위협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까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 법안을 준비하신 법무법인 공감에서 주장하시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정상 가정은 어떻

어려웠던 지난 시기 국가가 방치하는 사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해외로 보내져야 했던 많은 해외입양

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생부모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통계는 보

인들은 그러나 대체로는 입양가정 안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고 그 나라 속에서 그 나라 사람으로 성장하여

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잘 가꾸었습니다. 말하자면 입양과 무관하게 혹은 국내든 외국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가정

대체 이 나라에서 입양가족은 언제까지 비정상의 가족으로 취급당해야 합니까?

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2016년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는 18,700명의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신체나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고 부모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었으며 성적 학대를 당

<2>
남인순 의원의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라는 제목의 토론 발제문을 살펴봤습니다. 첫

했습니다. 법무법인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께서 제안하신 법안 설명의 마지막 장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기술되었습니다.

번째 장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이유‘에서부터 마지막 두 번째 장
까지 문제점과 개선사항의 예가 대구포천 사건이 전부입니다.
남의원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개선사항들이 전부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생부모로부터 외면 받은 한
아이의 나머지 삶과 생명의 문제이니만큼 빈틈없이 체계를 세우고 법률로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현행 입양 법제도 하에서 아동이 어떠한 양부모를 만날지 여부는 순전히 아동의 운에 달려있 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입양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동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입양가족
은 친부모와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사회가 만들어 준 대안 가족이다.>

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민간에 의존했던 입양을 공적 체계로 끌어들이는 점도 크게 공감하고

순전히 아동의 운에 달려 있는 건 어떠한 ‘양부모’를 만날지 여부도 맞는 말이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는 어떠

동의합니다. 하지만 남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법으로도 많은 대부분의 입양아들은 큰 탈없이

한 ‘부모’라고 하는 게 합당합니다. 한 인간의 탄생은 입양과 관계없이 그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합니다. 태어

학대 없는 가정에 입양 되어 살해위협 없는 보통 아이들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건의 근본은

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어떤 부모 아래서 그냥 태어났을 뿐입니다. 부모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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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없는 건 입양이나 혈연이나 똑 같습니다.
지난 해 어떤 학자 분께서 입양을 ‘영구대리보호서비스’ 라는 학술적 용어로 설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
라미 변호사께서는 ‘대안가족’ 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굳이 이 단어를 붙잡은
이유는 입양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어서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입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안은 위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양특례법의 개선과제는 무시한 채 완전히 새로운 입양특례법을 다시 만들겠다
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년 동안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구
하고 투자한 시간만도 2017년 5월26일부터 그해 11월6일 까지였습니다.
법무법인 공감은 기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공적 체계로의 입양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을 통해 스스로 닫아버린 셈입니다.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일’‘영구대리보호서비스’ 나 ‘대안가족’이라는 말
의 배면에 깔린 정서는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입니다. 혈연만이 오롯이 정상가족이고 그 외 다른 가족은 정

<5>

상적이지 못한 가족형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가족의 구성은 혈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가족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중 제30조(입양정보공개청구권)은 입양가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은 혈연과 입양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오롯이 입양만으로 가족이 구성되기도 합니다. 입양은 혈연이 아

안입니다. 개정안 원문을 보겠습니다.

닌 법률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방식을 말하지만 한 번 가족이 되면 그 관계는 혈연가족과 똑 같이 비가역적입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직계비속(양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서 성년인 경우에 한정

니다. 가족을 이루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입양가족이 가족이 아닌 아이를 데려와 영구히 서비스만 해주어야

한다.), 친생부모 및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국제입양에 한한다)은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하는 관계도 아니고, 기존 가족관계와 다른 대안적인 형태의 가정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하 “중앙입양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

피가 다를 뿐 입양가족은 ‘친 가족’입니다. 다만 입양가족은 친생가족이 아닐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차이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

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인식의 차이가 법률을 개정하는데 중요한 가치철학으로 작용했

1항의 청구를 받은 중앙입양원등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

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입양가족은 이번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여야 한다.>

<4>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입양가족의 거센 반대로 국제입양에 한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만 개정안대로라

‘그러므로 정부는 아동 인권 최우선의 관점에서 입양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면 입양인의 형제자매와 친생부모 거기에 3촌 이내의 친척들 중 누구라도 입양가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

한다.’ 는 소라미 변호사의 말씀에 역시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0여 년을 민간 중심

리가 있고,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공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입양가족의 의

으로 해왔던 입양이 하루아침에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와 무관하게 입양가족의 정보를 입양을 보낸 당사자인 친생가족들은 언제라도 청구할 권리를 보장 받는 것
입니다. 최초 안에 국제입양에 한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것은 법무법인 공감의 의지는 그 조항이 국내입양

지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국내입양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요보호 아동이 감

에도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된 것과 괘를 같이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입양특례법의 입법 영향분석 제 23호)을 했습니다만 ‘

하지만 이 안은 이미 2011년 8월 공포된 입양특례법을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이 법률 시행 이후에도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삭제 된 안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위 보고서 내용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정부

다.’ 고 기술합니다. 국가가 입양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입양이 꼭 필요한 아

의 과거 반대의견이 삭제하지 않겠다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바뀐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입양가족의 반대

이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가정을 찾아주지 못했다는 것도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이 경직적

도 아니고 정부에서 반대했던 안건을 슬그머니 부활시키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안서의 내

이었고, 심사와 신속한 일처리를 위한 부서 증설과 인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용 중 원문을 옮깁니다.

대한 지원을 사회관계적, 심리적 지원 등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고, 입양과 관련된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교육, 홍보 전략이 마련 될 필요성까지 이 보고서에서는 언급됩니다.

<미국의 경우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을 ’친생부모‘에게 보장하고 있는 곳이 42개주, 친생부모나 모를 같이 하
는 ’형제자매‘에게 인정하는 곳이 33개주로, 대부분의 주에서 입양인에서 나아가 친생부모와 그 형제자매에

우리 입양가족은 아동인권 최우선의 관점에서 국가가 입양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
져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의한 개선과제가 보고된 날짜
가 2017년 12월 11일입니다. 한 달이 겨우 지난 지금 법무법인 공감 소라미 변호사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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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을 합니다.

<7>
우리 입양가족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영구적으로 대리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

그러나 법무법인 공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조사처 보고서(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77P)의 내용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니다. 우리는 대리부모가 아니고 그냥 보통의 부모이고 그냥 보통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정상가족과 대비
되는 대안가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족입니다. 굳이 다른 걸 찾아 내겠다면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
정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피의 근원이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개입양가족들에게 그 피의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는 친생부모, 양부모, 성인입양아의 ’상호동의‘를 정보공개의 기본요건으로
함.’ ‘가장 엄격한 1유형에서는 “상호동의”로 충분하지 않고, “충분한 사유(goodcause)” 와 “의학적 필요성

근원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간과할 수 없는 생물학적 원천이지만 그게 우리 삶의 일상에서는 그리 중
요하지 않습니다.

(medical neccessity)”를 증명해야 법원이 비로소 입양정보 공개를 허락함>
미국은 이처럼 입양당사자 뿐 아니라 입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원칙을 기본전
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가정 양
육 우선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고 가능한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입양의 또 다른 당사자인 입양가족의 인권
에 대한 존중 역시 함께 지켜져야 그 원칙이 빛이 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늘 입양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공개입양을 통해 입양을 긍정하게 된 아이들에게 입양은 더 이
상 슬픔이나 아픔으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입양부모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아이들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차오를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서로 싸우고, 울고, 웃
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또 무료한 주말을 같이 보내고, 여행을 함께 가고, 어느 날은 벽에 서서 책받침
을 머리에 대고 자꾸 커가는 키를 신기하게 재보기도 합니다. 입양이 그런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 지장을

더군다나 한국은 공개입양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비밀입양이 80%를 차지할 만큼 입양

주는 일은 없습니다.

에 대해 폐쇄적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대로라면 비밀입양으로 자란 입양인에게 어
느 날 갑자기 친생부모나 삼촌이내의 친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연락을 합니다. 입양을 공적체계 안에 가

우리는 그저 가족일 뿐이고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이그국

둔다는 의미는 그 책임도 국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과연 그 당사자에게 불어 닥친

제아동입양협약의 ‘원가정 양육’의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치 못하게 그럴 수 없다면 입

충격과 혼란의 책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양이 그 다음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그래서 최후의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양가족의 한결 같은 바람입니다.

친생부모와 형제자매인줄로만 알고 살아 온 인생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질 때 그것도 입양을 보낸 당사

입양이 특별하게 취급되지 않고 사회에서 보편적 가정으로 인식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무리 법과 체계

자로부터였을 때 그 충격과 참담함과 배신과 분노는 나이가 많을수록 배가된다는 사실을 우리 입양가족들은

를 정교하게 만들어도 인류가 존재 하는 한 입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백명의 사람이 있으면 백가지의 삶

숱한 사례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있는 법입니다.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제30조(입양정보공개청구권) 는 지난 2011년 정부반대 의견으로 삭제되었던 것처
럼 삭제되거나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처럼 친생부모, 양부모, 성인입양인의 상호동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
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몹쓸 입양부모를 만나 삶이 불행한 입양인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몸쓸 부모에게서 태어나 삶
이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중이 후자에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많은지가 아닙니다. 법이 정교하지 못해 학대가족이 생기고 공적 체계가 부실해서 부모에게 살해당하는

<6>

아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공감에서 제안한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그 출발이 보편성을 벗어난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시

우리 입양가족이 다소 실망하는 지점은 지난 입양특례법 개정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입양과 관련된 법 개

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보편적 입양현실과 장차 비준해야 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들을 중

정 과정에 입양가족은 항상 가해자나 소수자로 취급되고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번 입양특례

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투명한 입법과정을 다시 밟아나가야 합니다.

법 개정의 과정에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작년 12월 보고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양특례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지난 6년 동안 입양특례법의
공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난 세월
공적 체계 속에서 누적된 역량과 결과들을 착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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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03

동의 입양법제 뿐 아니라 가족법제 전반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왜곡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법제의 흠결은
7-80년대 서구 선진국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한 아동보호체계 (Child Protection System)이 한국 사회에서
는 불모지로 남아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아동입양법으로의 전면적 개편과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결방안이 필요

가족법제를 다루는 관련 학계의 이와 관련된 법제에 대한 연구 역량도 현저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아동의 입양은 일부 입양기관과 관련된 연구자에 한정되고 이루어져 왔다.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법의 발달 계기를 제공한 국가인 한국에서는 정작 이러한 협약이 교묘하고 치밀하게
회피되었다. UN CRC 제21조a를 유보한 유일한 국가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주요 협상 대상국이
었으나, 협약 성립 25년이 넘도록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매매 선택의정서의 국제입양 목적의 아동매매
형벌화는 유보적 성격의 해석선언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동의 국제입양과 관련된 국제협약 의무를 모두
이경은 교수 |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국가기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한 결과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전세계 10대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는 21세기에서 5분의 1을 지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한국은 여전히
그런 상태로 남아있다.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바꾸어야 한다는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오히
려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에서 더 나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 이 문제의 해결점을 전통적 법제에서 찾으면 안된다. 한국의 전통적 입양제도는 현대의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가계계승을 위한 입양제도는 아동보호에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
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찾으려고 해서도 안된다. 지금까지 해오던 path dependency에 의지해서 해결방

1. 총론 : 한국의 입양법제의 현좌표

법을 모색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미 수십년간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
고 국제규범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국제법원의 결정례가 나왔고,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송출국의 국제입양

제3세계 빈곤가정의 아동이 선진국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되는 인종간 국제입양 현상과 제도의 발생지는 한
국이다. 1952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현재(2018년)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가장 오랜 기간 동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한국 정부만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흐름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거
부하고, 단절되고, 아동보호제도에 대한 발달지체 상태에 안주해 왔다.

안 끊임없이 자국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외국에 맡겨온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제입양의 역사를 가지고
한국의 어떤 분야, 학계, 정책담당자, 관련 단체 등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 한국의 국제

있다.

입양에 대한 법제, 정책, 실행에 대해 포괄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제규범에 따라 분석하여, 문
국제입양은 송출국이 전쟁과 재난에 의해 피폐해진 위기 상황에서 당장 보호가 없이는 생존과 성장에 치명
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영유아기 아동을 나라 밖에서라도 보호를 제공하자는 판단에서 허용되었다고 할 수 있

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고자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한국의 정책과정에
서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 분야에서도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다.

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이 지나서도 유지되고 확대되는 이유는 송출국이 자국 아동보호를 사적기관에 맡
겨 외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이를 관련 법제를 통해서 지원하였기에 가능하였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시간은 없는데 언제 그 일을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이미 65년간 20만명을 내
보냈다. 그러면서도 한치로 앞으로 못나가는 이 나라가 할 소리는 아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로 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소수의 입양기관에 처음부터 끝까지 포괄적으로 맡기는 법제를 유지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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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직하게 진단하고 아이가 올 수 있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이미 국제사회가 그 방
향으로 가고 있는 길에 동참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이다.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 관련 법들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금과옥조인양 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를 보
장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 무엇보다도 가사소송법 등에 적법절차(due process)에 의한 권리보호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의 판단은 ‘법적 후견인’ 혹은 법원이나 공적기관이
그 판단의 관할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러한 기관에 의한 판단이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규정하고,
입양과 같은 핵심적인 권리에 대한 판단을 사적기관에 맡겨두는 법제는 그 자체로서 모순을 내포한 법제이다.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2.2. 아동을 위한 보편적 입양법제 신설 필요
한국의 전통 가족법제의 양자제도는 전형적인 가계계승을 위한 입후제도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계계승을

2.1. ‘아동 최선의 이익’ 관련

위한 입양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입양’은 이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입양제도로 정립된 지 오래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도 입양제도는 아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리는 영미법계의 parens patriae jurisdiction에서 비롯했다. Black Law Diction-

동을 위한 제도로 개편되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이러한 법제의 전환은 완료되었다고 본다. 입양

ary에 의하면, parens patriae는 parent of the nation이라는 의미로, 친권을 남용하거나 방임하는 부모,

의 대상은 아동으로 한정하고, 제도의 목적은 아동의 보호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기적으로 아동입양에 있어

법적 후견인,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 국가가 공공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아동 혹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

서 사적자치의 원리에서 공적기관의 개입이 강해지는 복지국가로의 전환 추세와 겹쳐진다.

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말로는 國親사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현대적 의미의 아동입양법제는 전통적 가계계승을 위한 입후제도, 양자제도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목적과
이 사항의 유래는 영국법의 영주국가 시대 영주가 신민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았던 배경에서 찾는다. 아동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어느 제도가 더 낫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제도이기에, 다

신민도 역시 영주의 소유가 되며, 그 부모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신민

른 법과 제도를 정립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의미이다. 한국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는 바로 이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의 친권에 개입한다는 원리이며, 이 경우 친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가정에 양육

전통적 가계계승을 위한 입후제도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입양제도를 혼동하고, 제대로된 법제의 변화를 이

을 위임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같은 원리로 부유한 부모가 사망하고 어린 자녀만이 상속인으로 남은 경우,

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보호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들의 상속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유한 고아의 재산에 대한 후견권을 국가의 관할로 하였으며, 17
세기에 이르러서는 재산 뿐아니라 ‘아동의 양육’으로 확대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입양에 대한 국제법을 논의해온 UN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공동으
로 제기해 오고 있었다. UN 보고서는 한국의 유교적 입후제도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입양법제를 정립하

영주의 개념이 국가로 전환되고, 소유물로서의 아동의 개념이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의 개념으로 전환되

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으며,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보고서에서도 전통적 가계계승

면서, 아동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 of the Child)라는 법리로 정립된다. 이 법리는 영미법계 국가들의 국

을 위한 입양제도의 전통이 남아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유럽국가와 그 영향을 받은 남미 국가, 그리고

내법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국제법의 기본적 법리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UN 아동권리협

한국 등의 입양법제는 아동 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약의 주춧돌이 되는 법리로서, 이 협약에 가입해 했는 전 세계 196개국에서 발효된 법리가 되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입양제도는 가족외 입양, 가족내 입양, 완전입양, 단순입양 등 입양의 형태와 목적, 그
아동 최선의 이익이란, 아동이 인권의 ‘주체’라는 당위성과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 못한다는 실존적 ‘무능
력함’을 동시에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데서 시작한다. 이 두가지 모순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동 권리를 실

효과에 따라서 구분하여 규정하는 대대적인 법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대 한국에서도 가계계승을 위한 성인
대상 입양제도를 유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아동입양제도와의 분리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을 ‘대신해서’ 권익을 결정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이 결정주체는 일차적으로는 법적
후견권을 가진 ‘부모’이고, 이차적으로는 ‘국가’이다. 또한 모든 경우의 최선의 이익을 실체법에 모두 열거하
기 불가능하므로, 이를 판단하는 절차적 보장이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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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된다. 파양이란 단순입양 효력을 내는 입양제도에서 양부모의 친권유지 동기가 사라진 경우, 양부모와

니라, 국제입양을 그 나라 아동보호 수단으로 정부가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의 양친관계를 해소하고 양자가 원래 친생부모와의 친권관계를 회복하는 효력을 가진 절차를 말한다. 가계
계승 목적의 계약형 입양제도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양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2.5.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기도 한다. 파양 제도 역시 그 자체로서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목적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입후목적의 제도에서는 양친자 관계를 지속할 수 없거나 바람

인권은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힌다. EU 인권특별대표는 인권

직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아동보호를 위

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실제모습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65년간 20

한 입양, 특히 완전입양의 경우는 ‘출생신고’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듯이, 파양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

만명을 입양보낸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최대 최장 입양국이다. 각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입양인들의 가

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회복할 수 있는 친생부모의 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친권은

장 큰 니드는 ‘정체성에 대한 권리’이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단순히 ‘친가족찾기’ ‘뿌

아동보호절차에 따라 박탈되어야 하는 것이지 파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리 찾기’ ‘고국방문’ 등과 같은 듣기좋은 단어로 포장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2.3. 사적입양 (Private Adoption)의 금지

입양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는 입양특례법의 일부 조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정
체성에 대한 권리는 입양의 절차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관련이 되기는 하지만, 권리의 본질상 마땅히 분리되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을 필두로, 1989 UN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1993 헤이그아동보호 및 국제입양에 대

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국제입양 국가라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나 특

한 협약은 모두 사적입양 금지를 국제규범으로 천명하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아동의 입양은 모

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보인다. 다만 이를 또 다른 복지법으로 편입시키려

두 사적입양이었다. 2005년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가족내 입양에만 완전입양 효력을 부

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합당한 담당 정부부처를 찾아야할 것이라고 본다.

여한 매우 이례적인 제도였으며, 이는 한국의 아동입양제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2.6. 1993 헤이그협약 이행 법안의 형태
2013년 아동입양에 대한 전면적 법원허가제 도입으로 입양의 성립은 법원의 허가에 의한 것이나, 그 이전
의 절차, 특히 현대 아동입양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입양적격의 결정’은 여전히 사적주체들 간의 동
의 혹은 계약의 형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아동입양법제가 여전히 ‘사적입양’을 벗어나지 못

헤이그협약 이행을 위한 제대로 된 이행법안의 형태는 앞서 설명한 일반아동입양법과 국제입양을 위한 절
차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규범 가장 기본적 국제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 외교부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a에 대한 유보철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1991년 그 유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협약에 가입한 것과 같이, 종이 한 장 제출했다고 해서, 한국이 이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
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4. 아동보호체계와 아동입양과의 연결
1993 헤이그협약의 정식명칭은 아동의 보호와 국제입양에 대한 국가간 협력을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의
목표는 아동의 국제입양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금지하여 아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헤이
그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의 입양제도는 우선, 그 나라의 아동보호체계와 국제입양이 연결되어야 한다. 국제
입양이 언제라도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국제입양을 보내야 한다는 의
미는 그 나라 정부가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떤 수단으로도 보호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만들
어 버렸다. 따라서 헤이그협약에 가입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국제입양의 특정한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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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하고 정부의 승인ㆍ확인을 받아 입양절차를 진행하며 관리ㆍ감독을 받은 입양 기관이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해 왔다는 것은 억지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고자 입양특례
법 개정 때마다 입양 수수료 대신 운영비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결국,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입양기관의

입양법 개정 제안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 있는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양기관의 입장에서 멀고 험난하기만 했던 입양 수수료 폐지의 문제는 새로
운 입양법 개정안에서도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에서 입양 업무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게 하고 국가가 직접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좀 더 빨리 입양 기관을
아동복지 시설의 한 분야로 인정하여 입양 수수료 대신 운영비를 지원했더라면... ... 안타깝습니다! 국가는
입양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무관심으로 입양에 대한 수많은 논란과 입양 과정의 문제들을 키워 왔다는 책임
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될 당시, 관련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나 준비기간 없이 법이 시행되
어 입양의 실무에서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개정법 시행 후 불안하게 진행되었던 입양
김대열 회장 | 홀트아동복지회

이 아직도 입양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여파로 나타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또 다른 개정법을 제안하는 것이 시
기적으로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좋은 정책과 법률들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고
국민들의 이해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혼모를 터부시하고 혈연
중심 사회인 우리나라와 실정이 전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입양숙려제의 연장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나라의 미혼모가 숙려기간 동안 충분한 경제적 지원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며
돌보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입양 숙려제는 원가족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입양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아동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사회

먼저,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남인순 의원님께 감

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사를 드리며, 대구.포천 입양아동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에 대
하여 입양 기관을 대표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복지 영역에서 입양은 원가족이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그 다음 순서로 고려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제안에서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시설보호를 더 우선시한다

우선,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의 취지는 입양의 전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

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물론, 입양 과정이 오래 걸리고 쉽지는 않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시설에서

우선으로 한다는 헤이그 협약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므로 기관의 입장에서 지지합니다. 그러나, 입양이 엄연

자라나기보다는 영구적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가정이 필요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

히 아동복지의 한 영역이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이용해 사적 이

선으로 생각하여 입양법 개정안을 제안한다면 반드시 원가족 보호 – 입양 – 시설 보호의 순서로 선택하게

익을 취하는 사업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입양법 개정 제안에 앞서 지금까지 끊임없

해야 합니다.

이 논란이 되어 왔던 입양특례법 제32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와 관련한 입양 수수료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지난 수십 년 간 민간에서 진행해 오던 입양은 국가의 통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입양법 제안대로 입양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면 입양기관은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공

와 관리 감독을 받아 왔음에도 아동복지 전달체계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양 기관은 사회복지

적 영역에서 모든 입양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간 입양기관이 부모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입

기관으로서 응당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하나 국가에서는 입양 수수료로 기관을 운영하도록 해왔

양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사후상담을 진행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민간

습니다. 결국, 국가가 정하는 아동복지 체계 속에 편입되지 못한 입양은 아동복지가 아닌 것처럼 폄하되고,

기관이나 위탁 기관이 실무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국가가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 경우,

입양기관은 아동을 매매하는 기관으로까지 매도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입양수수료 제도

실무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를 개편하고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여 재발을 막는 방법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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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 실무의 전 과정을 국가가 하겠다고 한다면 정부 주도하의 입양 실무에서는 완벽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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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보할 수 있는지? 사람이 만든 것 중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

제

토론 05

지, 이러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또 입양법을 바꾸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국가가 입양의 실
무를 하겠다고는 하나 보건복지부, 지자체, 법원 등으로 실행의 주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가 책임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지고 통합 관리를 할 것이며 분절화된 입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각 주체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책임 하에 입양이 진행되면 아동 최우선의 이
익이 보장되고 민간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실무를 하게 되면 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정
말로 묻고 싶습니다.

헤이그 협약 비준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입양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특정한 한 사건으로 인해 입양법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동 이익의 최우선이라는 이념이 후

이선미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퇴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진정으로 가정이 필요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법 개정
에 앞서 아동의 입장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은 아동복지전문가들과 입양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
여야 할 것입니다.

1. 입양 관련 법체계
입양허가재판 실무상 현재 입양은 크게 ① 미성년자 입양, ② 친양자 입양, ③ 요보호아동 국내입양, ④ 요
보호아동 국제입양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민법, 후자는 입양특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입양특례법이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민법에 의한 입
양은 그러한 내용의 목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은,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 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
한 노력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으되 양자가 될 사람을 절차의 객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인식의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입양 관련 법체계를 단일법 방식으로 할 것인지 개별법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민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입양에 관한 규정을 전부 민법에서 빼내어 별도의 단일법으로 구성하는 방식
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민법에는 부모와 자 관계를 창설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입양을 규정하되 모든 절차는
별도의 단일법으로 규정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으나, 성년자 입양의 경우 미성년자 입양과 같은 정도의 보
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또한 불필요하다. 따라서 입양 중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입양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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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례법을 두는 개별법 방식을 취하되, 그 개별법의 대상을 현행보다 더 넓혀 모든 미성년자(또는, 적어도

양이 불허가될 경우 아동을 반환받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로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

18세 미만의 아동) 입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 있다. 그러나 현재 입양재판에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결과 현실적으로 사전위탁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점, 당사자들의 요구가 많은 점, 재판과정 중 아동이 예비 양부모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상호 적응

모든 미성년자(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입양을 입양특례에 관한 개별법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입양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수단, 즉 미성년자가 완

에 도움이 되는 점, 사전위탁 중 양육상태를 입양허가 여부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전
위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과 사랑을 제공하기 위한 가족을 구성하는
법적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인식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특정한 종류

사전위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의 입양에 대해서만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한다는 태도는 심히 미흡하다. 두 번째로, 법률 수요자의 편의성도

이다. 그 권한 있는 당국은 크게 보아 사법부(가정법원)와 행정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로 나눌 수

고려해야 한다.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어떤 법에 따라 입양절차를 준비해야 할지 쉽게 알

있다. 결정 주체를 가정법원으로 할 경우, 그 장점으로는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사건 모두를 관할하고 있기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입양에 관한 법이 나뉘어 있는 경우라면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법을 따라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인력의 전문성이 높고, ② 사전위탁은 입양허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 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규정이 더 까다로운 특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법으로

허가 여부와 전혀 동떨어진 사전위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으며, ③ 법원의

도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아동의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법원
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입양재판의 장기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전위탁의 적절한 허가 및 사전위

물론 모든 미성년자(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입양을 입양특례에 관한 개별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어려
움도 있다. 미성년자의 보호 및 그의 복지 증진을 최대의 목표로 하여야 하는 것은 모든 입양의 경우 마찬가

탁 기간 동안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법원이 양부모와 아동을 밀착해서 관찰할 필요가 절실한데 이를 담
당할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지이겠으나, 각각의 유형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주안점이라든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규정이 지나치게 난삽

3. 입양허가재판의 절차

해질 우려가 있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의 신청을 하고,
그러나 현재 몇몇 비극적인 사례들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마주할 때, 미성년자(또는

결연 결정을 받아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서류를 갖추어 가

18세 미만의 아동) 입양에서 미성년자 보호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립하

정법원에 허가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와 같이 개별 입양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

기 위해서는, 상이한 여러 유형의 입양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그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을 드러내며 유형별로

관이 입양의 신청을 받아 결연까지 담당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결연 이후에 가정법원에 허가재판

구체적 타당성을 달성하기 위한 예외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입양 전반을 아우르는 특례

을 청구하는 역할 및 허가재판 과정에서 양부모 및 양자의 상황 관리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역할을 담

법 제정은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양부모 될 사람에게만 입양허가재판을 청구하도록 맡겨둔다면 양부모 될 사람이 일정 서류를 갖추어 가정
법원에 허가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징구하기 어려운 점(친생부모의 동의서 등), 친생부모의

2. 임시인도결정(내지 사전위탁)의 문제

정보가 양부모 될 사람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허가재판
에 개입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장 임시인도명령을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장관에

현재 요보호아동 국내입양의 경우 법원의 허가심판이 있기 이전에 아동이 예비 양부모의 가정에서 생활하
는 이른바 사전위탁이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게 어떻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임시인도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황변동이 있
을 경우 그로 하여금 적시에 대응하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사전위탁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양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위탁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입양허
가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사전위탁 기간 동안 보호자와 아동 사이의 관계가 모호하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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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때 시설 등에 입소한 요보호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그 외의 아동은 「
민법」에 따라 입양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법」에 따라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사후관리 등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
헤이그협약”이라 함)에 서명하였고, 2017년 10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임. 따라서 향후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적용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 전체(계부·계모 입양 등 제외)로 확대하는 한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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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주요내용

제1장 총칙

가. 법 적용 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함(안 제1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입양 결정을 한 아동에 대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입양의 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현행 입양기관)에게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양 적격 아동과의 결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6조).
라.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의 동의·승낙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30일(현행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또는 승낙 과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13
조 및 제1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자격 심사 및 결연 심사를 위하여 입양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7
조).
바. 가정법원은 입양 전 위탁이 아동 복리 증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아.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입양의 신청절차, 양부모 및 입양아동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중앙당국 간
협의, 아동의 인도, 사후관리 등 국제입양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법률 제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출신국”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6. “수령국”이란 양부모(養父母)가 될 사람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7. “중앙당국”이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8. “국제입양”이란 다음 각 목의 입양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의 입양: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입양의 결과
외국으로 상거소를 이동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입양
나. 국내로의 입양: 외국에 상거소가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입양의 결과 대한민국으로
상거소를 이동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입양
제3조(「민법」과의 관계)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3촌 이내의 혈족, 계모, 계부가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또는 그 밖의 이득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의 부당한 재정적 이익 또는 그 밖의 이득의 취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누
 구든지 이 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입양을 의뢰·알선 또는 조장·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입양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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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②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양육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하는 등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③제
 1항제1호에 따른 입양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6. 입양에 대한 교육

아동을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수 있다.

④국
 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
 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제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
 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부모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
 1항에 따른 입양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

③건
 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결연(結緣),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을 보호 의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제20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3조제4항에

②보
 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
 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제9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다.

아동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1. 양자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소득·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경력이 없을 것

1. 보호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을 신청한 아동

4. 약물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2.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5.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아동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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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인한 경우 부부 공동으로 입양할 것
7.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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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입양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이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상담,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
 1항에 따른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승낙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⑤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제14조(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등)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제
 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
 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아동에게 입양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승낙은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④보
 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④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 전에 친생부모·

입양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정대리인·아동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동의·승낙과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보
 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7조에 따른 입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양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제16조에 따른 결연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제
 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제1항에 따른 동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양자가 될 아동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제15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7조에 따른
입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결연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연 결정의 기간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입양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입양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 심사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연 심사
제18조(입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7조에 따른 입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제2

② 입양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7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앙입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한다.

항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③ 입양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복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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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아동 인권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 관련 전공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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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입양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입양허가 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입양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장 입양의 효력

⑤입
 양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입양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⑦ 그 밖에 입양심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제19조(임시인도결정) 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제16조에 따라 결연이 결정된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으로
입양 전 위탁이 아동의 복리 증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이하 “임시인도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가
 정법원은 임시인도결정을 할 때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
 1항에 따른 임시인도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가
 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에 문제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아동을 보호할 자를 지정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즉시 아동의 인도를 명령하여야 한다.
⑤가
 정법원은 친생부모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의 및 승낙의 철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아동을 친생부모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보
 건복지부장관은 가정법원이 임시인도결정을 한 때부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때까지 아동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적응 및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아동의 인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부모는 법원의 제19조에 따른 임시인도결정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허가 심판 결정이 확정된 후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제24조(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제1항제
2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입양허가를 심판한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가
 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25조(파양) ① 양부모, 양자 또는 검사는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가
 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가
 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⑦ 그 밖에 임시인도결정 신청 절차, 심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16조에 따라 결연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보고서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보고서
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서류

제26조(입양이 곤란한 아동의 보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의뢰된 아동으로서 입양이 곤란한 아동
2. 이 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아동
제2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5. 제16조에 따른 결연 결정 서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6.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입양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126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127

②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입양가정에
보조할 수 있다.
③제
 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원과 제2항에 따른 입양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상담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보
 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날부터 1년간을 집중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0조(입양정보공개청구권)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직계비속(양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서 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친생부모·형제자매(친생부모 및 형제자매는 국제입양에 한정한다)

⑦친
 생부모 및 형제자매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양자가 된 사람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하여는 제2
항 단서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양자가 된 사람”으로 본다.
제31조(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30조제5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청구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보
 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보
 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입양정보 공개를 거부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
 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⑤제
 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친생부모의 정보공개 사전 동의) ① 아동의 친생부모는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를
위한 동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는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이하 “중앙입양원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1.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2. 입양 성립 이후에는 중앙입양원의 원장에게 신청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입양원의 원장은 같은 항에 따른

②제
 1항의 청구를 받은 중앙입양원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의사를 제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자가 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사람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아니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한다.

③중
 앙입양원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제2항 단서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제33조(친가족 찾기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경찰청·지방자치단체·중앙입양원·입양기관·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연장할 수 있다.
④제
 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보
 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1.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실종아동의

2. 양자가 된 사람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상정보(이름·나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중
 앙입양원등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결과
통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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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만남과 교류를 위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제
 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입양기록에 관한 조사) ①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친생부모는 양자가 된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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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에 친생부모라고 기재된 사람이 친생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기록에
관한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

②제
 1항에 따라 조사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입양절차와 관련된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청구의 방법, 조사 절차·방법 및 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본국 중앙당국등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보
 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외국으로 입양될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한 후 제9조제4항에 따른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
 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제5장 국제입양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국내보호가 가능해진 경우

제35조(중앙당국의 지정)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제36조(국제재판관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입양에 관한

3. 양부모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1.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한쪽 또는 양쪽이나 양자가 될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37조(입양 적격 심사) ① 외국으로의 입양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본국 중앙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하 “중앙당국등”이라 한다)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입양의 신청) ① 외국으로의 입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수령국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 신청
2.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 신청
②다
 음 각 호의 국내로의 입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하여 아동의 출신국 중앙당국등에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 국적의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제39조(외국으로의 입양의 진행 및 협의) ① 외국으로의 입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제38조제1항제2
호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앙당국등으로부터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
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하고, 해당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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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40조(국내로의 입양의 진행 및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양 신청을 받은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을 조사하여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제12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의 본국 중앙당국등에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
 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출신국(제3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앙당국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
 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등으로부터 국내로 입양될 아동의 보고서를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
 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본국 중앙당국등에 아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보
 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양자가 될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양부모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41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국제입양에 대하여 협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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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앙입양원 및 입양기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임을 증명하는 협약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양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증명서의 구체적인 내용,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아동의 인도) 외국으로의 입양의 경우 입양될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3조(국제입양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경우 입양된 아동의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입양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입양 성립 후 1개월, 6개월 및 12개월이 될 때마다 수령국 중앙당국등이 작성한 보고서의 수령 및 확인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입양아동이 양부모 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상담·결연·사후관리 등 입양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고지
②보
 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경우 입양된 아동의 출신국 중앙당국등으로부터 제29조에

2. 입양 관련 상담원의 직무교육 등 입양 관련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입양기관 등으로부터의 입양기록의 이관, 보관, 전산처리 등 입양 정보의 종합관리

따른 사후관리 외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중앙당국등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4. 입양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실시할 수 있다.

5. 국제협약의 이행 방안 및 국내외 입양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③보
 건복지부장관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
 건복지부장관은 귀국한 국제입양인의 위기 지원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2. 취업 기회의 제공 및 취업교육의 제공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중앙입양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입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중앙입양원의 임직원 등) ① 중앙입양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중앙입양원의 임원에는 입양된 사람 등 입양 관련 당자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②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4.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 지원

③ 중앙입양원 원장은 중앙입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서비스 사업

④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제44조(입양이 취소된 아동의 보호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으로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해당 아동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2. 국내로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출신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제45조(파양에 따른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아동이 수령국에서 파양된
경우에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
 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아동이 제25조에 따라 파양된 경우에 출신국 중앙당국등에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국제입양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제26조 및
제27조는 제외한다)의 국내입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사, 감사 및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입양기록의 보존)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기록(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입
 양 업무를 담당했던 입양기관의 장 또는 입양아동을 보호한 보장시설의 장은 입양업무를 종결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입양 관련 기록을 중앙입양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중앙입양원은 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입양 관련 기록을 취합한 후 영구보존하여야 하다.
④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구보존 기록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의 범위·방법·절차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입양원의 원장은 입양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7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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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또는 조사를 거부·

제51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입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부모(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양을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②제
 1항에 따른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8장 보칙

③입
 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정관, 종사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⑤입
 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6조(청문) 시·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제12조, 제16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
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는 중앙입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제11조제3항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는 입양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및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지도·감독 등

제5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입양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중앙입양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을 지도·감독한다.

제9장 벌칙

②보
 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입양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보
 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에 따른 법원의 임시인도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 자 또는
인도받은 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2. 제20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3. 제5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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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5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1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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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인 간에 입양을 의뢰·알선하거나 조장·홍보한 자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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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정보 공개청구 및 친가족찾기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직계비속, 친생부모 또는 3촌 이내의 직계혈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행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
무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
무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출신국”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를 말
한다.
6. “수령국”이란 양부모(養父母)가 될 사람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7. “중앙당국”이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8. “국제입양”이란 다음 각 목의 입양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의 입양: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입양의 결과 외국으로 상거소를 이동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입양
나. 국내로의 입양: 외국에 상거소가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입양의 결과 대한민국으로 상거소를 이동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입양

제42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민법」과의 관계)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3촌 이내의 혈족, 계모, 계부가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중앙입양원 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양기록의 이관 및 취합·보존에 관한 적용례) 입양기록의 이관 및 취합·보존에 관한 제49조제2
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입양기관 등이 기록한 입양 관련 기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입양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양이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입양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앙입양원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앙입양원으로 본다.
제7조(입양기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은 제51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 정 안
(의원실반영)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또는 그 밖의 이득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의 부당한
재정적 이익 또는 그 밖의 이득의 취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입양을 의뢰·알선 또는 조장·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0조 중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을 “「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제7호, 제27조제3항, 제51조제6항 및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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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④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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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입
 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
 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부모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보
 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가는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결연(結緣),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제9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
1. 보호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을 신청한
아동
2.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아동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양육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양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제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양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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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을 보호 의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제20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11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소득·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경력이 없을 것
4. 약물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5.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6. 혼인한 경우 부부 공동으로 입양할 것
7.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입양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이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제11
조에 따른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상담,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7조에 따른
입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양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제16조에 따른 결연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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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양의 동의) 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친생부모가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제11조제1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입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7조에 따른 입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입양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7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
중앙입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한다.
③ 입양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복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아동 인권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 관련 전공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입양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입양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입양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입양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입양심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제1
항에 따른 동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양자가 될 아동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
2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승낙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제19조(임시인도결정) 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제16조에 따라 결연이
결정된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으로 입양 전 위탁이 아동의 복리
증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이하 “임시인도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인도결정을 할 때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
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인도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에 문제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아동을 보호할 자를 지정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즉시 아동의 인도를 명령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친생부모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의 및 승낙의 철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아동을
친생부모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법원이 임시인도결정을 한 때부터 제
20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때까지 아동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적응 및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임시인도결정 신청 절차, 심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등)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아동에게 입양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승낙은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④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 전에 친생부모·법정대리인·아동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동의·승낙과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7조에 따른 입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결연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연 결정의 기간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입양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입양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 심사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연 심사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입양의 효력
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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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16조에 따라 결연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및 같은 조 제4
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보고서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보고서
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서류
5. 제16조에 따른 결연 결정 서류
6.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입양허가 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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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아동의 인도) ①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제23조(아동의 인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부모는
법원의 제19조에 따른 임시인도결정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허가
심판 결정이 확정된 후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제16조(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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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입양허가를 심판한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7조(파양)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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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25조(파양) ① 양부모, 양자 또는 검사는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4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①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호에 따라 보호의뢰된 사람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양이 곤란한 아동의 보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의뢰된 아동으로서 입양이 곤란한 아동
2. 이 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아동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입양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입양가정에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원과 제2항에 따른 입양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상담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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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제29조(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날부터 1년간을 집중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입양정보공개청구권)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직계비속(양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서 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친생부모·형제자매(친생부모 및 형제자매는
국제입양에 한정한다)는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이하 “
중앙입양원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중앙입양원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입양원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제
2항 단서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양자가 된 사람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중앙입양원등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결과 통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친생부모 및 형제자매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양자가 된
사람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양자가 된 사람”으로 본다.
제31조(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30조제5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청구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입양정보 공개를 거부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친생부모의 정보공개 사전 동의) ① 아동의 친생부모는 제30조제
2항 단서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를 위한 동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1.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2. 입양 성립 이후에는 중앙입양원의 원장에게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입양원의 원장은 같은 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의사를 제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자가
된 사람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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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친가족 찾기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지방자치단체·
중앙입양원·입양기관·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이름·나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만남과 교류를 위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입양기록에 관한 조사) ①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친생부모는 양자가 된 사람과 입양기록에 친생부모라고 기재된
사람이 친생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기록에
관한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입양절차와 관련된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청구의 방법, 조사 절차·
방법 및 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제입양
제18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사람이 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제19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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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중앙당국의 지정)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국제재판관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입양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1.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한쪽 또는 양쪽이나 양자가 될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37조(입양 적격 심사) ① 외국으로의 입양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본국 중앙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하 “중앙당국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입양의 신청) ① 외국으로의 입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수령국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 신청
2.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국내로의 입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하여
아동의 출신국 중앙당국등에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 국적의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제39조(외국으로의 입양의 진행 및 협의) ① 외국으로의 입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제3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앙당국등으로부터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하고,
해당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본국 중앙당국등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외국으로 입양될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한 후 제9조제4항에 따른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국내보호가 가능해진 경우
2.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3. 양부모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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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내로의 입양의 진행 및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8조제
2항에 따라 입양 신청을 받은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을 조사하여 제
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제12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의 본국 중앙당국등에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출신국 중앙당국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등으로부터 국내로 입양될 아동의
보고서를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본국
중앙당국등에 아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양자가 될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양부모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41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국제입양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임을 증명하는 협약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양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증명서의 구체적인 내용,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아동의 인도) ②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2조(아동의 인도) 외국으로의 입양의 경우 입양될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국제입양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경우 입양된 아동의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입양 성립 후 1개월, 6개월 및 12개월이 될 때마다 수령국 중앙당국등이
작성한 보고서의 수령 및 확인
2. 입양아동이 양부모 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고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경우 입양된 아동의
출신국 중앙당국등으로부터 제29조에 따른 사후관리 외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중앙당국등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귀국한 국제입양인의 위기 지원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2. 취업 기회의 제공 및 취업교육의 제공
3.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4.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 지원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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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입양이 취소된 아동의 보호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으로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해당
아동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2. 국내로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출신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제45조(파양에 따른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아동이 수령국에서 파양된 경우에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아동이 제25조에 따라
파양된 경우에 출신국 중앙당국등에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국제입양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제26조 및 제27조는 제외한다)의
국내입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중앙입양원 및 입양기관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2.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3.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4.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입양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결연·사후관리 등 입양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 입양 관련 상담원의 직무교육 등 입양 관련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입양기관 등으로부터의 입양기록의 이관, 보관, 전산처리 등 입양
정보의 종합관리
4. 입양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홍보 및 안내
5. 국제협약의 이행 방안 및 국내외 입양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중앙입양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입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앙입양원의 임직원 등) ① 중앙입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
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중앙입양원 원장은 중앙입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⑤ 이사, 감사 및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중앙입양원의 임직원 등) ① 중앙입양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중앙입양원의
임원에는 입양된 사람 등 입양 관련 당자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중앙입양원 원장은 중앙입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⑤ 이사, 감사 및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용보조) ① 정부는 중앙입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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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입양기관의 의무)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서
기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서 정한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하다.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입양기록의 보존)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입양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기록(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입양 업무를 담당했던 입양기관의 장 또는 입양아동을 보호한
보장시설의 장은 입양업무를 종결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입양 관련 기록을 중앙입양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중앙입양원은 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입양 관련 기록을 취합한 후
영구보존하여야 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구보존 기록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의 범위·방법·절차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입양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26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입양원의 원장은 입양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7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부모(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양을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정관, 종사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입양기관의 의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제10
조에서 정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서
기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서 정한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하다.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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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가족관계 등록 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계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친다.

제32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항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52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장 지도·감독 등

제30조(중앙입양원의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입양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중앙입양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입양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4조(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13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 된
사람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1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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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8장 보칙

제4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청문) 시·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제12조, 제16조, 제33조, 제
3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는 중앙입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제11조제3항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는 입양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및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입양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입양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에 따른 법원의 임시인도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 자 또는 인도받은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3. 제5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인 간에 입양을 의뢰·알선하거나 조장·
홍보한 자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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