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미국 국외입양 논전에 나타난 

아동의 소외

박 정 준

- 개요 - 　
20세기 후반 국외로 아동송출을 시작한 러시아는 오늘날 주요 입양송출

국이 되었다. 아동보육시설에서 거의 방치된 러시아의 아동복지 실태는 일
부 미국인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러시아 아동 입양 열풍을 부추겼지만, 곧 
일부 러시아 입양아의 적응 문제가 불거진다. 언론은 러시아 입양아의 신경
정신질환이 러시아에서 겪은 상처 때문으로 단정하며, 이상적 보육환경을 
갖춘 미국과 러시아의 아동복지 상황을 대조시킨다. 하지만 “죽어가는 아
동”을 살려내겠다는 입양이 파양이나 학대로 귀결되는 사건을 통해 국외입
양 원칙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난다. 한편, 미국에 입양된 자국 아동들의 학
대사건과 파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에도 문제가 나타났다. 러시
아 입양아의 인권유린 금지를 위해 입안된 관련법 제정과정에서, 미국으로
의 입양을 초래하는 러시아의 문제가 충분히 숙고되지 않았다. 또한, 자국 
아동들이 러시아에서만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자세와 달리, 러시아의 
아동학대 상황은 심각했다. 이후 서구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강화되자, 러
시아는 아동보호라는 명분으로 추가법률을 제정하며 아동보호에 적극적 의
지를 보였으나, 그 법률들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러
시아의 입양논쟁은 외교전으로 비화하여, 결과적으로 러시아 입양아의 인권 
문제는 희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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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미국 국외입양 논쟁에 나타난 아동의 소외 

1.1. 들어가며

동구권 개혁·개방 시기에 시작된 러시아의 국외 입양송출은 사반세기 넘게 

지속되었으며, 21세기에 접어들자 러시아는 중국에 뒤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입양송출국(sending country)이 되었다.1) 러시아 국외 입양송출의 주요 원인

으로 지적되는 것은 빈곤2)과 장애아에 대한 편견, 열악한 아동보육시설, 원

가족의 약물남용과 알코올중독, 가정해체로 인한 아동유기이다. 영유아기부터 

열악한 보육시설에서 방치되다시피 살아가는 소련의 사회적 고아(social 
orphans)3)의 삶에 대해 미국인들은 허울 좋은 사회주의 복지제도의 실상이라 

평가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통해 아동보육시설에서 ‘죽어가는 아동’을 

지켜보던 일부의 사람들이 구소련이나 중국, 동유럽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입양하기 시작한 이후, 1994년부터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외 입양송출을 급

격히 확장시킨다.4) 
그러나 소아 신경정신질환을 앓는 일부 러시아 입양아의 상태가 서구 언

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러시아 아동 입양은 논란에 휩싸인다. 최초의 

전 지구적 입양협약인 헤이그 입양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에서는 아

동과 친생부모, 양부모 중 아동의 권익(the best interests of child)을 우선시할 

것을 천명한다.5) 이 협정에서는 양부모의 양육의사보다 아동이 가정에서 성

1) Peter Selman(2010) “Intercountry Adoption in Europe 1998-2008: Patterns, Trends 
and Issues,” Adoption & Fostering 34:1, p. 9. 

2) UNICEF(2007) Situation Analysis of Children in the Russian Federation, Moscow: 
UNICEF, p. 20. 

3) Eleana J. Kim(2010)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 70. 사회적 고아는 친생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생존해 있지만, 부모의 알코올중독이나 범법행위로 인
한 복역, 빈곤, 아동학대로 방임되거나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동을 뜻한다. 

4) Josephine  A. Ruggiero et al.(2009) “Implications of Recent Research on Eastern 
European Adoptees for Social Work Practic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6:6, p. 488.

5) C. Castañeda(2002) Figurations: Child, Bodies, Worlds, Durham: Duke University 



장할 권리를 강조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 양육에 실망한 일부 양부모가 입양

아를 파양하거나 학대한 점은 한계를 보여준다.6) 
본고는 건강한 백인아동을 순조롭게 양육하려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러

시아 아동입양에 우려를 제기한 미국 측의 대응방식과, 수많은 요보호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대미갈등에 주력한 러시아 측

의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본고는 비입양인 성인들이 주도하는 국외

입양 과정에서 아동인권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를 러시아와 미국간 국

외입양 논전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2. 선행연구 검토

비교적 활성화된 러시아의 국외입양 관련 연구는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

된다. 첫째, 러시아 입양아의 신경정신질환 유병률을 양적방법론으로 규명하

는 의학 분야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입양될 당시 연령이 어릴수록 입양

가정에 잘 적응한다며, 위탁부모(foster parent)와 가정에서 살다가 입양된 아

동이 무난하게 적응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다른 표본 집단과 러시아 입양

아를 비교하며 러시아 입양아의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빈도를 분석하는 연구

에서는 신경계 손상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일부 러시아 아동이 질병에 취

약하다고 보고한다. 다시 말해, 러시아 입양아 관련 의학 연구에서는 입양될 

당시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으며7), 아동보육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했고8), 태아

알코올증후군에 노출된 일부 아동의 행동장애를 보고한다. 
둘째, 러시아 국외입양을 인종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에서는 백인아

Press, p. 84.
6) Emily Matchar(2013) “Broken Adoptions: When Parents “Re-Home” Adopted 

Children,” TIME, 2013.9.20, http://ideas.time.com/2013/09/20/broken-adoptions-when- 
parents-re-home-adopted-children/(검색일: 2016.09.14). 

7) William Feigelman(2007) “A Long-Term Follow-Up of Transracially Adopted 
Children in Their Young Adult Years,” in Kathleen Ja Sook Bergquist et al.(eds.)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The Haworth Press, p. 57. 

8) Olga Verbovaya(2016) “Theoretical Explanatory Model of International Adoption 
Failure: Attachment and Ecological Systems Perspectives,” Adoption Quarterly 
19:3, p. 195.



동을 입양하는 양부모와 입양아의 인종에 개의치 않는 양부모를 비교하며, 자

유주의 성향일수록 백인아동 입양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밝힌다.9) 일군의 한

국 태생 입양인이 서구에서 이민자로 오인되는 현실에서, 외국 태생인 점을 

숨기기 쉬운 러시아 태생 백인 입양인들이 인종주의 피해를 덜 겪는 현상이 

비교된다.10) 이 연구는 유색인종 입양인이 서구에서 정체성 혼란이나 차별에 

시달리는 원인이 입양인 정체성 때문이라기보다 ‘비유럽적 신체’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해준다. 
셋째, 불법입양 실태에 주목하는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법과 제도상의 허점

으로 불법입양이 만연하게 된 현실을 지적한다.11) 이 연구에서는 국외입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불법입양 중개인이 법과 제도의 한계를 악용해서 요보

호아동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를 다룬다. 
본고는 미국과 러시아 간 국외입양 논쟁에서 러시아 요보호아동의 권리가 

세심하게 보호되지 않은 측면에 주목한다. 아동의 권리보다 양부모의 이익이 

중시되는 국외입양 제도를 다루는 본고는 양부모와 입양수용국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던 입양담론을 비판적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둔다.

2. 러시아의 국외입양아 담론에 나타난 아동의 소외 

2.1. 러시아 국외입양의 형성조건

왜 미국인들은 러시아 아동을 포함한 외국아동 입양에 적극적일까. 미국에

서 국외입양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자국의 백인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보편적

이었으나, 1960년대를 기점으로 복지수준이 향상된 결과 빈곤가정이나 장애

인 부부, 미혼모와 같은 소외계층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양도할 필요가 감소하

9) Christine Ward Gailey(2010) Blue-Ribbon Babies and Labors of Lov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 32.

10) Heidi Virkki(2008) “The Identities of Young International. Adoptees in Finland,” 
Finnish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43, p. 132.

11) David M. Smolin(2012) “Of orphans and adoption, parents and the poor, 
exploitation and rescue: a scriptural critique of the evangelical Christian adoption 
and orphan care movement,” Regen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24, pp. 322-323.



게 된다.12) 이 변화를 거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입양수용국(receiving 
countries)에서는 국내입양이 급감하게 된다.13) 게다가, 미국에서 국내입양을 

한 양부모에게 원가족이 양육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속출한 여파로 국외아동 

입양 수요가 증가했다.14) 
핵가족 문화가 급속히 확산된 여파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 이

데올로기가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에서 확산된다.15) 중산층 핵가족이 대세가 

된 사회16)에서 무자녀 부부는 세제상 불이익 외에도 온전한 성인으로 대접

받지 못하기도 했다.17) 하여 국외입양이 ‘정상가족’ 설계 대안으로 각광을 

받게 된 미국에서 외국아동을 입양하며 부모가 된 사람이 많았다. 여전히 혈

연이 중요하다는 가치가 지배적이었지만18) 미국에서 국외입양은 차츰 보편화

되며 친족관계(kinship)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어나간다.19) 출산 못지않게 양

육이 중요하다는 관념이 확산되며 ‘다문화가정’이나 ‘전 지구적 가정’이 새로

운 가족문화로 대두되었다. 약 15%의 시민이 국외입양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미국을 일각에서는 ‘입양국가’로 부르기도 한다.20) 미국은 20세기 중반부터 한

국이나 중국, 과테말라 아동뿐만 아니라 러시아 아동을 대거 입양했다.21)

12) Marianne Cederblad et al.(1999) “Mental Health in International Adoptees as 
Teenagers and Young. Adults. An Epidemiologic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8, p. 1239.

13) Cardell K. Jacobson(2012) “Family Trends and Transracial Adoption in the United 
States,” Adoption Quarterly 15:2, p. 84

14) Christine Ward Gailey(2010), 110.
15) Signe Howell(2007) The Kinning of Foreigners: Transnational Adoption in a 

Global Perspective, Oxford: Berghahn Books, p. 3.
16) Ann Anagnost(2000) “Scenes of Misrecognition: Maternal Citizenship in the Age 

of Transnational Adoption,” East Asia Cultures Critique 8:2, pp. 391-392. 
17) Kerry Bystrom(2011) “On “Humanitarian” Adoption (Madonna in Malawi),” A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Humanitarianism, and Development 2:2, p. 
213.

18) Marianne Novy(2005) Reading Adoption: Family and Difference in Fiction and 
Dram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 161.

19) Sara K. Dorow(2006) Transnational Adoption: A Cultural Economy of Race, 
Gender, and Kinship,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 5.

20) Christine Ward Gailey(2010), 5.
21) Peter Selman(2012) “The Global Decline of Intercountry Adoption: What Lies 



왜 미국인들은 러시아 아동을 입양했는가. 20세기 주요 입양송출국이었던 

한국이나 인도, 콜롬비아, 브라질 출신 아동입양은 초국적 입양(transnational 
adoption)이자 부모와 자식 간 인종이 다른 초인종적 입양(transracial adoption)
의 성격이 강했다.22) 인종과 언어, 문화가 다른 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이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아시아 출신 아동이 미국에 대규모로 입양된 

것이 국외입양 과정에서 인종이 중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뜻하지 않는다. 양부

모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건강한 백인 신생아를 입양하기를 바랐으나, 입양 가

능한 미국 내 백인아동이 희귀해진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종 아동을 입양

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23) 그러나 타인종 아동을 입양할 엄두를 내지 못했

던 사람들은 미디어에 보도된 러시아 아동을 보며 ‘파란 리본을 단 아기(blue 
ribbon baby)’를 연상하기도 했다.24) 유색인종 아동 입양을 기피하는 양부모들

에게 러시아 아동입양은 최적의 선택이 됐다.25) 
표면적으로 국외입양이 미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데는 가정을 절실히 필

요로 하는 제3세계의 고아들과 불임으로 부모가 되지 못한 부부에게 국외입

양이 상생이 된다는 인식이 작용했다.26) 동시에 입양될 수 있는 미국의 백인

Ahead,” Social Policy & Society 11:3, pp. 391. 
22) Cláudia Fonseca(2002) “An Unexpected Reversal: The ‘Demise’ of International 

Adoption in Brazil,” Adoption & Fostering 25:3, p. 28. 
23) Christine Ward Gailey(2010), 95. 
24) Christine Ward Gailey(2010), 95. ‘파란리본을 맨 아기’는 1970년대 입양과정에서 

인기를 끌던 건강한 백인 신생아를 뜻한다. 
25) Jessica B. Leinaweaver(2013) Adoptive Migration: Raising Latinos in Spai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 13.
26) 정소라(2016) ｢한국 입양법 변화의 사회적 의미: 1967년 입양법과 2012년 입양법

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65, 47쪽; Katherine Sohr(2006) “Difficulties implementing 
the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 criticism of the proposed Ortega’s law and an advocacy 
for moderate adoption reform in Guatemala,”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18:2, 
p. 560.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국외입양을 사회 저명인사나 진보적 중산층이 주도했다. 
이들에게는 고난에 처한 제3세계 고아에게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제1
세계의 사명으로 인식되었다. 국외입양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유기된 중국 여
아를 살려내는 행위이자, 외국병사와 한국여성 사이에 태어나서 혼혈인이라는 낙
인으로 박해를 받던 아메라시안을 구원시키는 것이자, 루마니아나 중국의 고아원



아동 감소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의지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

에 국내입양을 한 이후 아동의 친생부모가 제기하는 양육분쟁에 휘말리기 싫

은 일부 양부모가 국외입양으로 선회한 원인도 있었다. 후술할 절에서는 여

러 이점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러시아 아동입양이 논란으로 가열되는 과정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자.
 
2.2. 러시아 아동 입양 논란 

제3세계의 고아 구출과 백인아동 입양 기회라는 모순되는 동기로 전개된 

러시아 아동입양 열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27) 러시아 아동입양이 본격화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언론에서는 동유럽 출신 입양아에 대한 비

판보도가 이어졌다.28) 입양서류가 위조되어서 가족이 있는 아동을 입양했을 

가능성은 양부모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반면,29) 양부모의 불안을 가중

시킨 것은 러시아 입양아의 건강 상태였다.30) 보육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입양된 일부 러시아 입양아의 정신건강이 타국 출신 입양아들보다 취약했던 

것이다.31) 언론에서는 선의로 ‘버림받은 아동’을 보살피려던 양부모가 입양기

관이나 러시아 측의 농간에 속은 것처럼 보도했다.32) 입양가족을 위협하거

에서 방치되며 ‘죽어가는 아동’을 구출해낸 행위로 추앙받게 된다. Soojin Pate 
(2014) From Orphan to Adoptee: U.S. Empire and Genealogies of Korean 
Adoption,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p. 119; Barbara Yngvesson(2010) 
Belonging in an Adopted World: Race, Ident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9.

27) Jacqueline Bhabha(2004) “Moving babies: globalization, markets and transnational 
adoption,”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28:2, p. 187. 

28) Kristi Brian(2012) Reframing Transracial Adoption: Adopted Koreans, White 
Parents, and the Politics of Kinship,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 46.

29) Rachel Stryker(2000) “Ethnographic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russian adoptees,” 
Anthropology East Europe Review 18:2, p. 81. 

30) Rachel Stryker(2000), 79. 
31) Olga Verbovaya(2016), 196.
32) Kate Snow(2014) “‘The Wildest Ride’: Adoptive Parents Struggle to Conquer 

Trauma,” NBC NEWS, 2014.3.12, http://www.nbcnews.com/storyline/re-homing/wildest- 
ride-adoptive-parents-struggle-conquer-trauma-n58891(검색일: 2016.09.13).



나, 집기를 부수거나, 쉴 새 없이 울거나, 집에 방화를 시도하거나, 강박적으

로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몇몇 러시아 입양아의 이상행동이 텔레비전이나 주

요 시사지에 여과 없이 보도됐다.33) 정신질환에 걸린 입양아를 둔 양부모들

의 고충이 부각되며 러시아 입양아를 둔 양부모의 동조가 이어졌다.34) 
미국 언론은 러시아 입양아들의 건강문제가 열악한 시설의 아동보육시설에

서 생애최초기간을 보낸 부산물이라 주장했다.35) 관련보도를 접한 미국인들 

역시 러시아 입양아의 이상행동이 입양되기 전에 받은 상처 때문이라 단정했

다. 러시아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다루는 보도는 역설적으로 미국 아동보호의 

현실을 과장하는 측면이 있었다. 일군의 러시아 입양아에게서 나타나는 징후가 

입양대기 중인 미국 아동에게도 일부 나타난다는 점은 이러한 문헌에서 언급

되지 않았다. 각종 ‘문제’가 예상되는 러시아 아동 입양을 일부 미국인이 고수

한 데는 다른 선택이 덜 탐탁했던 사정도 있었다. 미국 내 흑인아동 입양에 

대한 거부감36)과 국내외에서 유색인종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선뜻 결심하지 

못하는 탓에 러시아 아동 입양을 하게 된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러시아 입양아의 질병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러시아의 보육시설을 역으로 

추적한 미국의 미디어는 아동발육에 대한 무지 때문에 적절한 보육환경을 제

공하지 않은 러시아의 복지실태를 입양실패의 주범으로 진단했다. 입양아의 

각종 행동장애가 입양되기 전에 받은 상처의 결과라는 일련의 보도에서 양부

모는 무고한 것으로 평가됐다.37) 대부분의 양부모는 아동을 적절하게 양육하

는 선량한 어버이로 그려졌으며, 미국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국가로 그러졌다. 또한, 미국은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처벌

하는 법률과 제도가 완비된 국가로 인식됐다. 반면, 동일한 평가기준이 타국에 

33) Kate Pickert(2010) “Russian Kids in America: When The Adopted Can’t Adapt,” 
TIME, 2010.6.18, http://content.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1997439-4,00.html 
(검색일: 2016.09.13).

34) Sarah Kershaw(2010) “In Some Adoptions, Love Doesn’t Conquer All,” The New 
York Times, 2010.6.28, http://www.nytimes.com/2010/04/18/fashion/18Adopt.html?_r=0 
(검색일: 2016.09.03).

35) Pat Wingert(2007) “When Adoption Goes Wrong,” Newsweek, 2007.12.8, http://www. 
newsweek.com/when-adoption-goes-wrong-94777(검색일: 2016.09.06).

36) Barbara Yngvesson(2010), 90. 
37) Barbara Yngvesson(2010), 105. 



적용되는 과정에서38) 러시아를 포함한 입양송출국의 열악한 아동복지 수준은 

미국과 대조되는 후진성의 증거가 되었다.39) 미국인들에게 아동 인지발달에 

중대결함을 초래하는 기관으로 각인된 러시아의 보육시설은 치명적 결함을 지

닌 곳으로 그려지며40) ‘병든 입양아’를 미국에 보낸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증

폭됐다. 
러시아 입양아 논란을 전하는 미국 미디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러

시아 아동보육시설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보도는 러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과 결합됐는데, 러시아의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입양아들의 친생부모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41) 러시아 입양아들의 생모를 임신 중 술을 과다하게 

마신 데다42) 마약까지 복용한 ‘나쁜 엄마’로 상상한 일군의 미국인은 생모들

이 출산하자마자 자녀를 유기한 뒤 반사회적으로 살아간다고 추측했다.43) 일

부 양부모들은 ‘나쁜 엄마’가 낳은 ‘나쁜 씨’가 양부모의 헌신적 사랑에도 불

구하고 입양되기 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생애 전반에 걸쳐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석했다.44) 

38) Karen Dubinsky(2010) Babies Without Borders: Adoption and Migration across 
The America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 16.

39) Claúdia Fonseca(2002) “An Unexpected Reversal” 참조.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수많은 아동이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앓는다. 주요 선진국에

서도 살인을 포함한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다. 전 세계 아동을 대거 수용하
는 미국에서는 흑인아동 중 상당수가 입양되지 못한 채 보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일
이 흔하다. 일부 미국의 흑인아동이 영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입양되는 실상은 러시
아를 비난하는 논전에서 회자되지 않았다(Barbara Yngvesson 2010: 90). 

40) Tina Traster(2014), “Couple Wants to Void Adoption of ‘Mentally Ill’ Russian 
Orphans,” New York Post, 2014.10.26, http://nypost.com/2014/10/26/li-couple-ask- 
judge-to-void-adoption-of-russian-children/(검색일: 2016.09.01). 

41) Christine Ward Gailey(2010), 100. 
42) Lanny Endicott(2006) “The Practice of Child Welfare in Russia,” Presented at 

NACSW Convention 2006, Philadelphia, PA, p. 2. 러시아 시설수용아동의 친생부
모 중 90%가 알코올중독과 관련돼 있다고 조사됐다. 

43) Will Englund(2013) “Russia’s Orphans: Government Takes Custody of Children When 
Parents Can’t Cope,” The Washington Post, 2013.5.4, https://www.washingtonpost. 
com/world/russias-orphans-government-takes-custody-of-children-when-parents-cant- 
cope/2013/05/02/4d17ff4a-a757-11e2-a8e2-5b98cb59187f_story.html(검색일: 2016.09.18).

44) 이 과정에서 자식과 헤어진 러시아 친생부모의 절박한 사정에 대한 염려나 자녀



언론보도로 촉발된 러시아 입양아 논란은 국외입양의 이면을 폭로하고 있

다. 최근 반이민정서가 강해진 서구에서는 일반적인 노동이주나 가족재결합, 
난민 거주가 제지당하지만, 좌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국외

입양에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다.45) 국외입양에 대한 호의적 여론은 제3세

계 고아를 서구가 살려낸다는 사명감에 기초한다. 앞서 언급했듯 헤이그 입

양협약에서는 원가족과 양부모, 입양아로 구성된 입양의 3주체(adoption triad) 
중 입양아의 삶을 우선 고려하라고 권고한다.46) 그러나 ‘벌거벗겨진 상태’47)

에서 기본권을 위협받는 요보호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외입양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국외입양 제도에서 이상과 현실의 간극으로 러시아 아동은 파양이나 학대

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는데, 수많은 러시아 입양아가 파양되었던 것이다.48) 
설상가상으로 199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최소 20명의 러시아 입양아가 미국 

양부모에게 살해당했지만49), 일부 가해부모가 경미한 판결을 받자 러시아 여

론이 요동쳤다.50) 후술할 터지만, 한 미국여성이 7세에 불과했던 ‘아들’을 러

시아행 편도 항공권만을 사준 뒤 송환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

건 이후 일부 양부모의 처신을 질타하는 여론이 전 세계에서 가열됐다.51) 

를 입양 보낸 이후 원가족이 겪는 상실감과 수치심은 논의되지 않았다. 
45) Lene Myong et al.(2016) “Love without borders?: White Transraciality in Danish 

Migration Activism,” Cultural Studies 30:1, p. 131. 
46) Cláudia Castañeda(2002), 84; Kate Pickert(2010).
47) Signe Howell(2007), 48.
48) Jésus Palacios et al.(2005) “Intercountry Adoption Disruptions in Spain,” Adoption 

Guarterly 9:1, pp. 46-49. 국외입양아 파양 비율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렵지만 대
략 10~20%의 입양아가 파양된다고 추산된다. 스페인에서는 국외입양아 중 러시아 
태생 입양아의 파양비율이 가장 높다. 스페인의 국외입양아 중 22%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입양아의 파양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입양아 중 31%를 차지하는 콜롬비아 아
동의 파양 비율은 31%로 비교적 높다. 한편, 국외입양아 중 17%를 차지하는 러시
아 입양아의 파양비율이 52%에 육박했다. 일각에서는 입양되기 전 아이가 받은 상
처와 유아기를 벗어난 이후 입양된 사정이 적응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49) Bethanie Barnes(2013) “A Critique of the U.S.–Russian Adoption Process and 
Three Recommendations for the U.S.–Russian Bilateral Adoption Agreement,”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27:1, p. 401. 

50) Bethanie Barnes(2013), 415. 
51) “Fury in Russia over adopted boy murder”(2014) The Local Italy, 2014.7.21, 



국외입양 제도가 요보호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지 못

한 결과 아동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자는 원칙이 퇴색했다. 러시아 아동 

입양 초기 러시아 보육시설 수용아동이 “죽어간다”며 수많은 미국인이 ‘구원’ 
행렬에 동참했다. 양부모들에게 러시아 요보호아동이 ‘죽음의 방’(러시아)에서 

신음하는 것으로 표상되며 동정심과 구원 욕구를 부추겼던 데는 서구가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시각이 내재해 있었다. 아동인권이 수호되지 못한 국가로 인

식된 러시아는 서구의 개입(국외입양)을 통해서만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입양아 학대사건과 파양은 입양아를 ‘구원’하겠다

는 약속이 준수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52) 미국에서 러시아 아동입양 논

전이 아동복지와 인권, 좋은 부모 되기 문화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확인받는 기제로 활용되면서, 입양아의 시각에서 입양 및 파양을 바라

보는 인식이 부족해졌다. 일부 양부모는 입양 실패에 대한 좌절을 러시아 보

육시설의 구조적 문제 탓으로 돌리기도 했지만, 양국간 입양논쟁에서 아동의 

권리가 중시되지 않는 양상은 ‘구원’ 담론의 실체를 보여준다. 

 

3. 러시아 아동보호 담론에 나타난 문제

3.1. 민족주의 양육운동 형성과정 

국외입양 스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는 여론은 국외입양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입양송출국의 요보호아동 관리 문제를 대리모 복지 시스템53)이라

고 불리기도 하는 국외입양 제도가 수렴하면서 국가 간 아동의 이주가 현실

화된다.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국외입양 제도가 러시아에서는 일부 입양아들

http://www.thelocal.it/20140721/russia-adoption-italy-murder-maxim-maravelle(검색일: 
2016.09.17); Cláudia Castañeda(2002), 108. 

     입양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국외입양아 학대사건은 이탈리아에도 있었다. 러시
아 입양아가 조현병을 앓는 양부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적절한 양부모 면담이나 
사전 입양평가가 소홀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52) Emil Persson(2014) “Banning ‘Homosexual Propaganda’: Belonging and Visibility 
in Contemporary Russian Media,” Sexuality and Culture 19:2, p. 257.

53) Eleana J. Kim(2010), 24.



의 수난과 겹쳐서 회자된다. 자국 출신 입양아가 미국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거나 파양될 때마다 울분을 토로하는 러시아인의 정동은 아동이 지닌 상

징성과 관련돼 있다.54) 러시아에서는 자국 출신 입양아가 미국에서 살해당하

는 일이 반복되자 크게 두 방식으로 대응한다. 
첫째, 현실적 사정으로 국외 입양송출을 전면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

협안을 선택한 러시아에서는 ‘나쁜 양부모(입양수용국)’ 중 유난히 ‘나쁜 양

부모’에게 입양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한다. 이에 러시아에서는 2013년부터 미

국으로의 입양송출을 잠정 중단하는데, 요보호아동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

태에서 결정된 입양중단 조치로 인해 문제가 속출한다. 러시아 입양아 중 상

당수가 미국에 입양되던 상황에서 미국으로의 입양송출 중단은 국외입양 중

단과 맞먹는 효과를 가져왔다.55)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46,113명을 미

국에 입양시킨 러시아에서는 2004년에 5,862명을 입양 보내기도 했다.56) 미

국에 입양된 러시아 아동 가운데 1/5가량이 입양될 당시 나이가 5세 이상으

로 타국 출신 입양아들보다 나이가 많았다.57) 2013년 이후 국외 입양송출을 

급감시킨 러시아에서는 몇몇 유럽국가와 캐나다에 자국 아동을 입양 보내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58) 러시아의 국외입양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세계 2위 

규모의 입양송출국 기록이 최근 깨졌다.59) 러시아 아동을 입양하는 주요 아

동수용국의 최근 통계를 보여주는 아래 도표에서, 각국마다 통계작성에 기준

54)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을 국가가 적절하게 돌봐주지 못했다는 점은 집단 상흔과 
수치심을 초래하기에 국민 모두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55) 이 법 시행 이후 보육시설 잔류 아동이 증가했으며, 러시아 아동 보육시설의 고
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던 아동 과밀수용과 태부족한 돌봄 현상이 악화되었다. 현재 
러시아의 보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740,000명에 육박한다고 유니세프는 보
고한다. 러시아 안팎의 입양기관을 비롯한 일군의 인권단체에서는 입양 모라토리
엄으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했다. 

56) 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2016) U. S. Department of State. “Statistics,” 
https://travel.state.gov/content/adoptionsabroad/en/about-us/statistics.html(검색일: 
2016.08.07). 미국으로의 입양 중단 조치 이후 2013년에 불과 250명의 러시아 아
동이 입양되었다. 2014년에 단지 2명만이 입양되었다가, 2015년에는 단 한 명도 
미국에 입양되지 않았다. 

57) Peter Selman(2012), 391.
58) Peter Selman(2012), 387.
59) 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2016). 



국가명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입양아수
(입양
년도) 

350(2013) 730(2013) 185(2013) 46(2014) 16(2014) 13(2014) 0(2015)

868(2009) 707(2010) 235(2012) 66(2013) 66(2013) 17(2013) 9(2014)

899(2008) 702(2009) 292(2011) 130(2012) 52(2012) 29(2012) 7(2013)

955(2007) 466(2008) 303(2010) 231(2011) 67(2011) 24(2011) 19(2012)

1290(2006) 492(2007) 140(2010) 70(2010) 21(2010) 19(2011)

년도를 상이하게 설정한 결과 통계년도에 차이가 있다. 아래 도표에서 러시

아 아동이 주로 입양되는 국가로 미국에 뒤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가 있는데, 남유럽은 북유럽에 비해 인종간 입양이 덜 활성화된 국가군에 속

한다.60) 또한, 근래로 접어들수록 러시아 아동입양이 여러 국가에서 줄어드

는 추세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나타난다.61) 백인아동 입양수요가 상대적으

로 높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러시아 아동 입양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주요 아동수용국들의 러시아 아동입양 현황62)

둘째, 출생국에 파양돼 돌아온 ‘우리 자식’을 함께 돌보자는 민족주의 양

육운동이 전개되며, 귀환 입양아는 러시아의 영광에 동참할 ‘우리’의 일원으

로 대접받았다. 미국으로의 국외입양이 중단된 이후 일시적으로 민족자긍심

이 향상된다. 러시아에서 국외입양에 회의적이 된 데는 단지 자국 아동들의 

학대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러시아에서는 국외 아동송출이 인종적 우월성을 

타고난 러시아 유전자 기나펀드(Генофо́нд)를 국외로 유출시킬 것을 우려하

였기에, 관련법 통과로 민족의 우월성 유지에 적기를 맞았다고 기대했다.63) 

60) Jessica B. Leinaweaver(2013), 124. 
61) “Italians are only foreigners with right to adopt Russian children – official”(2013), 

RT, 2013.11.29, https://www.rt.com/politics/italy-russian-children-adoption-477/(검색
일: 2016.09.17).

62) 각국의 최근 입양통계는 사적 국제법에 관한 헤이그 컨퍼런스(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각국이 제출한 입양현황 보고서를 참고했다. 

63) Lilia Khabibullina(2009) “International Adoption in Russia: ‘Market,’ ‘Children for 
Organs’ and ‘Precious’ or ‘Bad’ Genes,” in Diana Marre(ed.) International Adoption: 
Global Inequalities and the Circulation of Children, New York: New York Univ. 



또한, 후술할 터지만 다산정책이 추진되며 아동의 가치가 전에 없이 중요해

진 러시아에서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러시아에서 상당수 시민이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며 반(反)입양 입장을 견

지한 데는 러시아의 미디어와 정치권의 입양 언설이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의회와 국민이 국외입양 스캔들에 격앙되게 반응하게 된 계기는 러시아 입양

아들의 죽음과 파양을 보도하는 러시아 미디어의 관심이 주요했다. 2010년 

혈혈단신으로 미국에서 파양된 아르템 사벨리예프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아이(national child)’가 된다.64) 하지만 각료까지 나서서 아이와 만나

며 ‘국가의 아이’로서의 위상을 부여했지만,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파양 

아동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수립되지 못했다.65) 
아동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자국 아동을 국외로 입양시킨 러시아 

측의 이율배반성이 속속 드러났다. 미국의 일부 양부모들만 러시아 입양아를 

파양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내 파양과 아동학대 실태 역시 심

각했다.66) 일례로 러시아 의료진들은 장애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장애아 전용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하기를 강권한다.67) 러시아의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Press, p. 184. 
64) Karen Dubinsky(2010), 5. 더빈스키는 국외입양과 관련하여 전 세계 아동을 크게 

‘혼종적 아이’와 ‘국가적 아이’, ‘실종된 아이’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국가적 아
이’는 미국에 입양된 쿠바 아동을 일컫는데, 미국의 CIA가 주축이 되어서 전개한 
‘페드로 팬 작전’으로 인해 쿠바를 탈출하게 된 쿠바 아동이 14,000여명을 육박했
다. 졸지에 미국입양아가 된 쿠바의 페드로 팬은 쿠바인들에게 민족적 상흔을 불
러일으키며 ‘국가의 아이’가 되었다. 

65) ‘국가의 아이’가 된 사벨리예프는 러시아 아동인권 옴부즈맨 파벨 아스타코프  
(Павел Алексеевич Астахов)와 만나기도 했다.

66) 러시아의 아동인권 상황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보고된다. 러시아에서는 매년 아동학
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2,000여명에 육박하며, 위탁보호나 입양, 후원(попечительство) 
양육을 받다가 파양당하는 아동이 지난 3년간 30,000명 이상 발생했다고 여성가
족문제위원장 옐레나 미줄리나(Елена Борисовна Мизулина)가 밝혔다. Clifford J. 
Levy(2010) “Russian Orphanage Offers Love, but Not Families,” The New York Times, 
2010.5.3, http://www.nytimes.com/2010/05/04/world/europe/04adopt.html?_r=0(검색일: 2016. 
09.17). 

67) Ольги Салий(2009) “Брошенные. Про детей отказников в России, Русском 
репортёре,” 2015.8.30, http://www.free-writer.ru/pages/sibmama.html(검색일: 2016.09. 
18); Human Rights Watch(2014) Russia: Children with Disabilities Face Violence, 



기본적 의식주만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할 뿐더러 적절한 치료기회를 제공하

지 않아서 장애를 악화시키고 있다.68) 보육시설에조차 거주하지 못한 채 거

리를 전전하는 수많은 부랑아동은 러시아의 고질적 사회문제이기도 하다.69) 
이들에게도 보호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미국에서 벌어진 학대사건

들을 성토하는 러시아에서 자국 내 요보호아동 및 국내입양아들의 실태점검

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70)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재차 입양될 가

능성이 적은 파양아동들에게 심리치료와 상담, 양질의 보육환경이 제공되어

야 했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결과 대부분 보

육시설에 재입소해서 살아가는 형국이다.71) 정신질환을 앓는 아동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지만을 출생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Neglect: End ‘Orphanage’ System; Support Family Care, New York: Human Rights 
Watch. 러시아에서는 이른바 ‘결손가정(неблагополучный)’ 아동이 친생부모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킨 후 아동보육시설에 맡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2007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요보호아동 중 위탁가정 보호를 받는 비율이 5.28%에 
지나지 않았다.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전체 요보호아동 중 21.3%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73%가량은 확대가족이 돌보거나 입양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68) Human Rights Watch(1999) PROMISES BROKEN: An Assessment of Children’s 
Rights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Human Rights Watch.

69) Anna A. Rudnicki(2012) “The Development of Russia’s Child Protection and 
Welfare System,” Demokratizatsiya 20:1, p. 29-30; Olga Khvostunova(2012) 
“Russia’s Invisible Children: The unrelieved plight of Russia’s homeless youth,” 
The Institute of Modern Russia, 2012.5.31, http://imrussia.org/en/society/245- 
besprizorniki.(검색일: 2016.09.02). 러시아의 ‘거리의 아동’ 통계는 제각각 다르게 
집계되지만, 대략적으로 백만 명에서 최대 5백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다. 
일례로 2010년 러시아 검찰청에서 러시아 아동 중 2.17%를 부랑아로 추산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부랑아동이 발생하는데, 부모의 알코
올중독(40.5%), 고아이거나 한부모가정 자녀인 점, 가정폭력이 지적된다. 

70) David M. Herszenhornnov(2011) “Russia Attacks Sentence of Adoptee’s Parents,” 
The New York Times, 2011.11.19, http://www.nytimes.com/2011/11/20/world/europe/ 
russia-angry-at-penalty-against-dead-adopted-boys-parents.html?_r=0(검색일: 2016.09.06).

71) Ольга Алленова(2015) “Казенные дети: Детство в бюрократ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Коммерсантъ, 2015.12.14, http://kommersant.ru/doc/2872395(검색일: 2016.09.16); 
Kate Pickert(2010). 



회복되지는 않는다.72) 
러시아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은 여러 통계에 나타나있

다. 2009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러시아 아동 중 2.5%가량이 부모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방임상태라고 답했다.73) 2007년 기준 러시아 전역에서 

700,000명 이상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중 상당수가 친생부모 

중 최소 1인이 생존해있는 사회적 고아였다.74) 다수의 아동이 밀집해서 살아

가는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아동이 장차 범죄를 저지를 비율이 40%에 이르렀

으며, 약물남용이나 자살 비율도 우려할 만큼 높았다.75) 러시아의 보육시설 

수용 아동의 미래가 암울한 현실에서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단계적으

로 해결해야 할 정책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 
국외 입양송출의 원인이 불충분하게 분석된 결과 합리적 해결방안이 도출

되지 않아서 러시아 아동이 출생국인 러시아에서만 순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

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 기조로 전개된 귀환 입양아 돌보기 

열풍이 소멸하며 ‘국가의 아이’를 비롯한 수많은 요보호아동의 고충이 지속

되고 있다. 국외입양 사안을 아동보호에 집중하지 않은 법제화과정의 문제점

을 후술할 절에서 살펴보자. 

3.2. 입양아가 소외된 국외입양 중단 논의

72) 일련의 연구에서는 유년기에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아동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수의 교사와 사회복지 인력이 다수의 아동
을 돌보는 상황에서, 보육시설 수용 아동은 인지자극 및 애착형성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아동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각종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은 범법행위로 인한 수감,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인지능력 퇴보
와 정신병원 입원, 낮은 수준의 웰빙, 조기 자퇴로 인한 저임금 직종 종사 및 실업
상태, 식이장애로 인한 조기사망 위험과 비만, 불안장애 및 기분장애, 자살 시도, 
집중력 부족과 과잉행동장애로 인한 학습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일반 가정에서 성
장하는 아동보다 높게 조사되었다(Barbara Yngvesson 2010: 105; Marianne Novy 
2005: 215).

73) Anna A. Rudnicki(2012), 31. 동일한 조사를 타국에서 실시할 때 러시아보다 결과
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영국 0.5%, 미국 0.69%, 독일 0.89%이었다.

74) Anna A. Rudnicki(2012), 33.
75) Anna A. Rudnicki(2012), 34. 



서구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접하며 분노한 러시아의 대응방식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입양 관련법을 미국을 비롯한 타국과의 갈등에 활용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 크림반도 합병 및 여타 인권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러시

아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다.76) EU와 미국에서는 2014년 

4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크림반도 합병 이후 각종 무역제재 및 러시아 관

료에 대한 금융제한 조치를 발동한다.77) 이 조치에 앞서서 2012년 미국에서는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Сергей Леонидович Магнитский)의 의문

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78) 마그니츠법(Magnitsky 
Act)은 검찰과 경찰, 판사, 세관원 등 고위공무원 비리를 수사하던 마그니츠키

의 의문의 죽음 이후 러시아의 ‘국가폭력’을 단죄한다며 미국에서 제정한 법이

다. 미국 내무부는 당시 사건의 배후조종으로 지목된 러시아 인사들의 미국 입

국을 불허했으며 관련자의 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79) 
이 법률 통과를 좌시하지 않았던 러시아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

마 야코블레프 법(Закон Димы Яковлева)으로 정면 대응했다. 이 법의 골자는 

미국 입양송출 중단 및 미국(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 활동을 러

시아에서 금하는 것이다.80) 이 법은 대외적으로 양부모의 부주의로 사망한 러시

아 입양아의 죽음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목적을 표방했지만, 미국과의 외교

전에 국외입양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에 입양된 러시아 아

동 중 학대를 당하거나 파양되는 아동이 소수에 불과했으나, 러시아는 미국 입양 

중단 조치를 취했다. 디마 야코블레프 법 시행 이후 러시아 아동의 미국입양이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러시아에서 입양송출 중단에 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76) “How far do EU-US sanctions on Russia go?”(2014), BBC World, 2014.9.15, 
http://www.bbc.com/news/world-europe-28400218(검색일: 2016.08.14). 

77) Hiski Haukkala(2015) “From Cooperative to Contested Europe? The Conflict in 
Ukraine as a Culmination of a Long-Term Crisis in EU–Russia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23:1, p. 33.

78) Peter Rutland(2014) “The Pussy Riot Affair: Gender and National Identity in 
Putin’s Russia,” Nationalities Papers 42:4, p. 578. 

79) Stephan Polsdofer(2014) “Pride and Prejudiced: Russia’s Anti-Gay Propaganda Law 
Violate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29:5, p. 1070. 

80) Miriam Lanskoy et al.(2013) “Outlawing the Opposition,” Journal of Democracy 
24:3, p. 78. 



주요 입양송출국이었던 러시아에서 미국으로의 국외입양 중단 결정이 러시

아 측에 불이익을 준 성격이 역력했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입양되기 힘든 요

보호아동들을 국외로 입양 보내며 복지에 할애해야 할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양부모가 러시아 아동을 입양하며 납부하는 막대한 입양수

수료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81) 여러 입양송출국에서는 이러한 이점 때문에 

국외 아동송출을 중단하지 못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의 외교전이 악화일로

로 치닫자 중대 선택을 내렸다.82) 일부 러시아 입양아가 겪은 학대사건은 여

론을 달구는 도화선이자 관련법 제정의 동력이 되었다.83)

러시아에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두마까지 국외입양 논전에 가세하면서 

국외입양 사안은 친족관계나 정체성, 정동(affect)의 영역을 넘어서게 된다. 
국외입양 논쟁이 정치적으로 비화된 러시아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반대

의견이 중요하게 부상한다. 본고에서는 이 사태를 ‘국외입양의 정치화’로 부

르는데, 입양의 정치화 양상은 각료들과 의원, 언론,84) 시민까지 가세한 운동

으로 의제화된다. 21세기 들어서 러시아에 가족중심 가치가 강조되며 아동 

양육책임이 강조됐다. 이성애자 남녀로 결합된 부부만 부모가 될 자격이 있

다는 관념 속에서 전통적 젠더구분을 거부하는 가구는 허용되지 않았다.85) 
국외입양 담론에 동성애 커플의 입양86)을 포함시킨 러시아 정치권이나 언

81) 2012년 1월 1일부터 크라스노다르(Краснода́р)주에서 지역 내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자에게 3십만 루블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반면, 러시아 아동을 입양하는 
국외 입양자는 55,000,000원가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Приемные семьи 
Кубани получат по 300 тысяч рублей”(2012), 93.ru, 2012.9.31, http://93.ru/ 
newsline/480313.html(검색일: 2016.09.03).

82) Kim Ja Park Nelson(2009) Korean Looks, American Eyes: Korean American 
Adoptees, Race, Culture and Nation,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 5. 

83) Ellen Barry(2009) “Russian Furor Over U.S. Adoptions Follows American’s 
Acquittal in Boy’s Death,” The New York Times, 2009.1.13, http://www.nytimes.com/ 
2009/01/04/world/europe/04adopt.html(검색일: 2016.09.15).

84) Emil Persson(2014), 258.
85) Meri Kulmala et al.(2015) “A Child’s Right to a Family: Deinstitutionalization of 

Child Welfare in Russia as Ideology and Practice,” XVI April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pril 7-10, 2015 in 
Moscow.

86) 동성애 활동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동성애 프로파간다 법(gay propaganda law)’ 
으로 지탄을 받은 이 법은 민족주의 열풍 속에서 부상한 반동성애 감정에 편승한다는 



론에서 미국 동성애자의 러시아 아동입양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성소수자의 

입양이 일부 국가에서 허용되는 현실87)에서 러시아는 2013년부터 동성애자

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불허한다.88) 2013년 6월에 러시아에서는 ‘전통적 가

정의 가치 부정을 위한 정보 선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을 

제정한다.89) 엘레나 미즐리(Елена Борисовна Мизулина)가 대표 발의한 이 

비판을 받았으며, 법조항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극우성향의 일부 민족주의자가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경찰이 가해자들을 체포하지 않으며, 일반 대중 역시 동성애혐오 
속에서 성소수자 대상 증오범죄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다. ‘(소아성애) 동성애자’로부터 
아동을 지키자는 여론이 우세해진 사회에서 디마 야코블레프 법은 격돌 없이 통과된다. 
Sergey Chernov(2012) “Russia – ‘The sin of Sodom is repellent to me’ says ‘gay 
propaganda’ backer, vows to ‘catch’ Madonna,” 2012.8.14, http://actup.org/news/ 
russia-the-sin-of-sodom-is-repellent-to-me-says-gay-propaganda-backer-vows-to-catch- 
madonna/(검색일: 2016.09.13); Николай Баев(2013) “Сергей Марков: запрет гей- 
пропаганды делает Россию «моральным центром мира»,” GayRussia.Ru, 2013. 
8.19, http://www.gayrussia.eu/russia/7515/(검색일: 2016.09.03).

87) 다음 국가들 및 주에서 동성애 커플의 입양이 허용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
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의 일부 주들), 벨기에, 브라질, 스
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등이다. “LGBT adoption,” https://en.wikipedia.org/wiki/ 
LGBT_adoption(검색일: 2016.09.28).

88) Фред Уэйр(2012) “Рус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церковь: запретить «пропаганду» 
гомосексуализма среди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ИноСМИ.ru, 2012.3.12, http://inosmi. 
ru/social/20120313/188079883.html(검색일: 2016.09.03); Anatoly Medved(2013) “Putin 
signs law banning gay couples from adopting,” RT, 2013.7.3, https://www.rt.com/news/ 
putin-ban-gay-adoption-636/(검색일: 2016.09.14). 

89) 이 법(О защите детей от информации, причиняющей вред их здоровью и 
развитию»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целях 
защиты детей от информации, пропагандирующей отрицание традиционных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소수자 관련 문헌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불허하였다. 법 시행 이후 실제 동성애자 활동가가 처벌되고 있다. 
러시아 아동이 소아성애자에게 추행당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 법에서 
소아성애자는 남성동성애자로 일반화된다. Yaroslava Kiryukhina(2013) “Is Russia’s 
‘gay propaganda’ law alienating it from the West?,” Russia Direct, 2013.9.12, 
http://www.russia-direct.org/russian-media/russias-gay-propaganda-law-alienating-it-west 
(검색일: 2016.09.03); Cai Wilkinson(2014), “Putting “Traditional Values” into 
Practice: The Rise and Contestation of Anti-Homopropaganda Laws in Russia,” 



법이 두마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푸틴 대통령은 이 법이 통과된 것을 환

영하며 러시아 전통의 가치가 소생할 것으로 전망했다.90)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요보호아동의 가족구성권을 외교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는 비판을 제기했다.91)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대응방식은 미국이나 양부모들에게 

제한된 압박수단에 그치고 말았다. 러시아가 유일한 (아동)공급원이 아닌 상태에

서 미국의 양부모는 다른 국가 출신 아동을 입양하며 대처할 수 있었다. 건강 

및 적응에 대한 우려에 법적 제약까지 겹치면서 양부모들이 비러시아 아동을 

입양하면서 디마 야코블레프 법 시행으로 인한 미국 측의 불이익이 러시아에서 

의도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백인아동을 입양하기를 원하는 사

람들 역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불가리아 아동을 입양하며 대처할 수 있었

다.92) 러시아 아동 입양이 전면 금지된 2013년부터 미국에서 입양아수가 감소했

지만, 최근 10년간 미국의 국외입양 통계를 살펴보면 입양 감소가 단지 디마 야

코블레프 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전 세계 국외입양 쇠퇴 경향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국외입양이 감소했다.93) 
러시아 의회는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자국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

분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켰다.94) 국제사회의 압력에 강경하게 대응한 러시

아는 대러시아 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 관련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제정 이

Journal of Human Rights 13:3, p. 366.
90) Yaroslava Kiryukhina(2013).
91) Елена Ханенкова(2016) “«Гей, славяне!» ... Извините, но это Россия,” 

REGNUM, 2016.1.26, http://politobzor.net/show-79263-gey-slavyane-izvinite-no-eto- 
rossiya.html(검색일: 2016:09.03); Matthias Schepp(2012) “Religious Leaders Condemn 
Putin’s Adoption Ban,” Der Spiegel, 2012.12.31,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 
world/putin-move-to-ban-us-adoptions-leaves-children-further-isolated-a-875220.html(검
색일: 2016.09.14).

92) Алексей Дуэл(2013) “Что, Америке своих сирот не хватает?” 2013.1.25, 
http://www.kp.ru/daily/26020/2941582/(검색일: 2016.09.15).

93) Peter Selman(2015) “Intercountry adoption of children from Asia in the twenty- 
first century,” Children’s Geographies 13:3, p. 323. 

94) 러시아는 일련의 입양스캔들이 ‘나쁜 양부모’의 그릇된 양육 때문에 발생한다고 판
단하였다. 국외입양을 전면 중단하지 않은 러시아는 미국으로의 아동송출만 중단한
다. 한편, 러시아는 이탈리아 아동송출을 긍정하며 ‘나쁜 양부모’(입양아를 살해하
는 미국과, 동성커플 입양을 허용하는 프랑스)와 ‘좋은 양부모’(이탈리아)를 식별했
다. 이후 러시아는 입양과정에서 포섭과 배제의 원리를 확대해나간다. 



후 러시아 아동을 입양할 수 없게 된 대상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의 국외 입양

송출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관련법 시행 이후 입양의 3주체 중 

아동이 주로 피해를 당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으로의 아동송출 중단과 동성 커

플의 입양 불허는 러시아 아동을 ‘유해세력’(미국 양부모 및 국외 동성애 부

부)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었으나, 최근 제정된 아동보호 관련 법

률에 힘입어 러시아 요보호아동의 삶이 개선되는 성과는 두드러진 것이 없어 

보인다. 러시아의 국외입양 정책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원칙

에 부합하는지를 향후 러시아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는 미국과 러시아 간 국외입양 과정에 나타난 아동의 소외문제를 

다루었다. 양국에서 국외입양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문제가 진지하게 접근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백인아동 양육 기회

와 사회적 고아 구출이라는 모순된 동기로 전개된 러시아 아동입양열풍은 일

부 러시아 아동의 적응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춤해진다. 일군의 양부모가 기대

에 못 미친 입양에 실망해서 아동을 파양하는 행위는 아동 ‘구원’의 가치가 

퇴색한 현실을 방증한다. 
국외입양을 바라보는 러시아 측에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미국에서 양부모에게 

살해된 아동이 최소 20여명을 육박하며 파양되는 아동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입양아의 수난을 목도하며 러시아에서는 국외입양 관련법들을 제정

하며 아동보호에 나선다. 디마 야코블레프 법은 상당수 러시아 아동이 입양되던 

미국입양을 중단시켰는데, 이후 러시아의 요보호아동 현실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동성애자 커플의 러시아 아동입양 금지 조치는 러시아 입양아가 ‘소아

성애 동성애자’로부터 성학대까지 당하리라는 불안에서 비롯됐다. 두 개의 법률

은 러시아 아동보호를 표방했지만, 국외입양을 정치화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요보

호아동의 가족구성권이나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외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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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ren’s Alienation in US-Russian Discourse on Intercountry 
Adoption

Park, Jeongjun*

This paper deals with problems suffered by Russian children due to the 
effects of U.S. Russia Relations, as Russia became a major sending country of 
adoptees to the USA. Adoption from Russia began in the 1990s when thousands 
of Americans went to Russia and adopted much ‘social orphans’ raised in 
orphanages. Rescuing Russian orphans and adopting white children are the main 
reasons why American adopters have adopted more than 46,113 Russian children 
since 1999, but that number has slowed to a trickle in recent years as tensions 
over adop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rease. The American adoptive 
parents fear that adoptees from Russia experience pre-adoption adversities such 
as birth mothers’ alcohol and substance use during pregnancy. Some Americans 
send back adopted Russian children with ‘behavioural problems’. The true nature 
of transnational adoption came to light in this respect. Deaths of about 20 
adopted Russian adoptees in the USA spark outrage in Russia. Russia’s adoption 
ban was passed in retaliation for the United States’ passage of the Magnitsky 
Act, a human rights bill targeting Russian officials. However while it is 
designed to protect Russian children, Russia did not talk about child abuse in 
their country. Laws designed to protect Russian children isolate the most 
vulnerable Russian children that find the assistance they ne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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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입양인 작가의 자전소설 중국남자에 나타난 감정노동 연구｣를 

발표했고, 브륀율프 융 티옌의 내 이마 위에 찍힌 소인을 번역했다. 현재 

지구적세계문학연구소와 한국입양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6. 10. 10

논문심사일: 2016. 10. 25 ~ 2016. 11. 15

심사완료일: 2016. 1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