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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법은 유럽평의회의 1967 유럽아동

입양협약, 국제연합의 1989 아동권리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등을 중심으로 국제입양 아동의 안

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공법, 사법적 규범을 형성해 왔다. 국제입

양이 사적기관과 시장원리에 맡겨질 경우, 아동매매, 납치, 신분세

탁, 부적격 양부모에 입양, 정체성에 대한 정보 차단 등 극심한 아

동권리 침해가 벌어질 수 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국제입양은 제3세계 미혼모 혹은 빈곤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이 선진국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되는 인종간 대륙간 

입양을 지칭한다. 한국 전쟁 직후 한국 전쟁고아의 미국으로 입양

이 그 기원이라는 데에 국제기구와 학계의 견해가 모아진다. 1950

년대부터 현재까지 60여 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

장 많은 아동을 국제입양을 보낸 나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 기

간 동안에 국제입양은 100여 개국이 넘는 송출국과 수령국으로 확

대되었으며, 많은 아동 권리 침해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대응하여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도 다각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인권 기구와 국제사법 기구

에서 발전해 온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

하였다. 해당 규범이 각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동을 송출하는 국가와 수령

하는 국가가 분리되는 현상은 각 국 아동보호 법제의 격차에서 비

롯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격차의 기원은 1960년대 한미간 

형성되고, 현재까지 국제입양의 관행을 이루고 있는 고아입양법제

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아동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을 송출국의 관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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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내법제

로 구현되어야 하는지,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의 절차가 송출국 법

제에서 왜 공백상태로 남아있는지,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행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입양이 아동매매와 trafficking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헤이그협약 제4조 의무가 핵심임을 주장하

고 있다. 헤이그협약 제4조 이행을 위한 송출국 법제의 취약성을 

한국의 법제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국제 협력을 통해 보

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법제와 국제 규범 사이의 괴리는 입양법제 뿐 아니라, 출

생신고 제도, 친권개입에 대한 근거와 절차, 후견인 지정 절차 등 

가족법과 아동보호법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국제입양 송출국가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

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국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

해서 적합한 수준의 협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

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법제의 문제점은 향후 국제입양에 있어

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규범과 송출국 법제의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어 : 아동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 국제입양,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

약, UN 아동권리협약.

학  번 : 2004-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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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국제입양1)이란 아동이 친부모와 태어나서 거주하는 나라를 떠나 다

른 나라에서 새로운 양부모에 입양되기 위해 국경을 넘는 국제이주 현상

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되었고, 1970~90년대

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입양에서는 아동을 보내는 국가

인 ‘출신국’과 받아들이는 국가인 ‘수령국’이 확연하게 구별된다.2) 1950년

1) 국제입양 ‘intercountry adoption’이란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국적의 동일 혹은 상이 

여부와 상관없이 상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아동이 입양 절차 중에 국경을 넘어야 

하는 점에 기준을 두고 지칭하는 용어이다.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은 이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동 출신국과 수령국의 아동보호법제의 차이와 아동보호 수준의 격차

가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국제입양’이라는 용어

도 intercountry adoption을 의미한다. 국제입양 현상을 나타내는 말은 이외에도 

international adoption, overseas adoption, interracial adoption 등이 있다. 

‘international adoption’은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다. 입양아동과 입양부모가 같은 나라 안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두 당사자의 국

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자의 국내법에 의한 입양절차와 입양이 일어나는 국가의 행

위지법에 따른 절차 등 입양의 준거법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verseas adoption’은 아동 혹은 양부모의 국적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을 가리킨다. 입양의 성립이 외국이라는 점을 부각한 표현으로 아동이 이동하여 양부모

의 국가에서 입양을 완료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interracial 

adoption’ 혹은 ‘transracial adoption’은 인종 간 입양을 의미하며, 이는 입양아동과 

부모 간의 인종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는 국내입양

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역사적으로 인종 간 집단적 강제입양

이 원주민 아동을 백인 가정에 입양시키는 형태로 벌어진 사례가 있었다. 원주민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이 때문에 인종 간 입양은 금기시되기도 하였다. 국

제입양은 제3세계 아동이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특성상 대부분 인종 

간 입양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입양 이슈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국제입양

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의 출신국과 입양국, 양 국가의 정

부차원의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입양을 통해 아동을 보내는 나라는 ‘sending country’ 혹은 ‘state of origin’, 입

양을 해서 받는 나라는 ‘receiving country’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 용어는 UN, 

Council of Europe,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등 이 주제가 논의되는 국제기구와 전문가들

에 의해 통일되어 쓰이고 있다. 'state of origin'은 아동과 입양부모가 다른 상거소를 

가지고 있어 아동이 입양절차를 통해 국경을 넘어야 하는 국제입양의 경우, 아동의 상

거소인 출신국을 지칭한다. ‘sending country’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일방적으

로 외국으로 자국 아동을 입양 보내고 있는 제3세계 국가를 지칭한다. ‘rece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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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터 현재까지 60여년간 국제입양에 관련된 아동의 숫자는 50만명 정

도로 추산한다.3) 주요 수령국은 20여개국, 일시적이라도 아동을 송출했

던 나라는 80여개국에 이른다. 전세계적으로 100여개국에 이르는 국가가 

일정기간 혹은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아동의 국제입양과 관련되어 있다.

수령국들은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로 고정되어 있으며, 송출국은 그 외의 

대륙인 아시아,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에 분포하고 있다.4)

아동의 국제입양은 수령국 가정의 아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

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2차 대전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여성의 출산

률이 하락하고 불임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영유아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했다. 자국 내에서는 아동보호체계가 정비되면서 더 이상 입양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의 가족외 입양 수요의 대부분은 제3

세계 아동의 국제입양으로 채워졌다. 제3세계에서 입양 대상 아동을 확

보하고 송출국과 수령국의 관련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중개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제입양은 아동 출신국의 가족법과 입양법, 입양국의 

이민법, 가족법 및 입양법 등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기관

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입양부모들을 대리하고 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잠재적 입양부모들의 입양 수요와 자금력이 

중개기관과 중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

시켜 왔다. 수령국의 수요와 중개기관의 존재가 지속가능한 ‘국제입양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5)

country’는 이런 구분없이, 입양부모의 상거소가 있고, 국제입양으로 아동을 받아들이

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state of origin'은 아동 출신국, ’sending 

country'는 송출국, 'receiving country'는 수령국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3) 아동의 국제입양의 통계와 추세는 주요 입양국들인 미국과 유럽 각국의 이민비자 발급

통계를 통해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현황은 2000년대 이전까

지는 주로 ‘국제이주’ (migration) 학계의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Weil (1984); 

Kane (1993); Lovelock (2000); Selman (2002)등 참조. 그 후로는 ‘헤이그국제사법회

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24개국 내외의 주요 입양

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통계를 수집하여 홈페이지 (www.hcch.net)의 "Adoption" 항목

의 ‘statistics’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4) Kane, S., "The Movement of Children for International Adoption: An 

Epidemiologic Perspective",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30 (1993), 

pp.323-339.

5) Alstein, H. & Simon, R. J., (ed.), Intercountry Adoption: A Multi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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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국 차원의 공급은 아동확보를 목적으로 한 중개기관이나 중개인

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송출국 정부는 중개기관의 불법에 제대로 대처하

지 못했거나, 자국 내 취약한 아동복지를 국제입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송출국의 상황은 극단적으로는 아동 납치와 매매로까지 

이어진다. 사적 중개기관은 입양부모 자격을 심사할 전문적 능력을 의심

받아 왔으며, 입양부모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그러한 동기도 약하

게 만들었다. 이러한 입양절차는 아동에 대한 입양후 학대, 유기 등의 심

각한 인권 침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사후관리를 위해 수령국의 공

적 아동보호체계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았다. 무분별한 국제입양

의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은 1970~80년대에는 한국에 대해 

아동이 최대 수출품목이라는 서구 언론의 비판에서 시작한다.6) 이후에는 

루마니아7)와 과테말라에서 공무원과 입양중개업자들이 관련된 조직적으

로 이루어진 대규모 불법입양과 아동매매 사태가 발생하였다.8) 중국의 

한자녀 정책과 남아선호의 결과로 여아들이 대거 버려졌고, 1992년부터

는 미국 입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지진직후 아이티, 아프리

카 극빈국 혹은 내전지역에서 미국인들에 의한 아동 집단 약취와 불법입

양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대응해 왔다. 빈곤, 기아(飢餓),

Perspective, (Praegers Publishers, 1991); Goodwin, M. B., (ed.), Baby Markets: 
Money and the New Politics of Creating Famil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Gibbons, J. L. & Rotabi, K. S., (ed.), Intercountry Adoption: Policies, 
Practices, and Outcomes, (Ashgate, 2012);    Smolin, D., "The Corrupting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on a Vulnerable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a 

Guide for Stakeholders, Hague and Non-Hague Nations, NGOs, and Concerned 

Parties", Journal of Law & Family Studies, vol.15 (2013), p.1065-1135. 

6) Rothschild, M., “Babies for Sale,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Progressive, (Jan. 1988).

7) Hunt, K., "The Romanian Baby Bazaar", New York Times, (Mar. 24. 1991); 

Lataianu, C. M., "Social Protection of Children in Public Care in Romania 

from the Perspective of EU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vol.17 (2003), pp.99-120; Brandeis Univ. Adoption Site 

<http://www.brandeis.edu/investigate/adoption/romania.html> 참조. 2016.12.3. 최종

방문.

8) Graff, E. J., "The Lie We Love", Foreign Policy, no.169 (Nov.-Dec. 2008) pp. 

58-66 ; HCCH, Report of a Fact-Finding Mission to Guatemala in Relation to 
Intercountry Adoption (2007); Id, Brandeis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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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 내전, 난민 등의 과제는 경제적 지원, 직접 개입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국제입양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 개혁에 의한 개입

이 필요했다. 국제입양이 수령국과 송출국의 관련 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주로 국제규범 체계에 대한 변화로 전개되

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전쟁고아의 국제

입양에 대해서 유럽국가들은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이하 

‘CoE’) 중심의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9) (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the Child, 이하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을 통한 국내

법 정비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Hague Conference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하 ‘HCCH’) 중심의 1965 『입양에 대한 관할, 준

거법, 재판승인에 대한 협약』 (Convention of 15 November 1965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Recognition of Decrees Relating to

Adoptions, 이하 ‘1965 헤이그협약’)을 통한 국제사법적 논의를 통해 해

결방안을 찾았다. 1965 헤이그 협약이 선진국의 입장에서 정리된 아동입

양에 대한 국제사법이라면, 1984년 미주기구 (Orgnaization of American

States, 이하 ‘OAS’)에서 성립된 『아동입양에 관한 미주협약』

(Inter-American Convention on Conflict of Laws Concerning the

Adoption of Minors)10)은 송출국의 관점을 나타낸다.

한국전쟁 이후, 제3세계 아동이 선진국으로 일방적으로 이동하는 인

종간 국제입양의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UN에서는 1986년 『아동의 

위탁보호, 국내외 입양을 중심으로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Social and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이하 ‘1986 UN아동보호선언’)11)과 1989 『UN 아동권리

9) European Treaty Series-No. 58, 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ren, Strasbourg, 24.IV.1967.

10) OAS, Treaty Series No.62, Inter-American Convention on Conflict of Laws 

Concerning the Adoption of Minors, adopted at La Paz, Boliva, at 

05/24/1984, entered into force on 05/26/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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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UN CRC’)12)을 통해 국가의 아동보호와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강화해

야 한다는 국제규범을 제시하였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

한 협약』13)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이하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

약’)은 그동안의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해 국제사회가 고민한 결과를 모

두 집대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의 국제입양에 의한 

재정적 이익을 노린 아동매매를 근절하고 아동의 출신국과 수령국 정부

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에 적합한 입

양만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14) 이는 헤이그국제사법

회의에서 성립된 국제사법 협약이긴 하지만,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적 국제협약이다.15)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인권 법리의 발전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과 유럽평의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CoE은 

아동권리를 위한 별도의 인권협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인권협

약 제8조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16)와 EU 회원국 모두가 비준하

11) UN Doc. A/RES/41/85 (3 Dec. 1986).

1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by resolution 

44/25 of 20 Nov. 1989, entered into force 2 Sep 1990. 2016.10.28. 현재 196

개국 가입.

13) HCCH,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entered info force 

1-V-1995.

14)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문.

15) UN Doc. CRC/C/15/Add.51 (13 Feb. 1996),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을 비롯하

여 많은 송출국의 아동권리협약에 의한 국가보고서 심의 시, 1993 헤이그국제입양

협약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16) CoE, 유럽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2. There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with the exercise of 

this right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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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 조항을 인용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이하 ’ECtHR')의 결정례가 증가하는 양상이

다.17) EU와 CoE의 이행체계는 UN이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 비해 실

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의 조항이 

ECtHR 결정을 통해 이행되기도 한다.18)

한국은 아동의 국제입양의 역사와 현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 국제적 인종간 입양과 제3세계 아동의 선진국

으로 국제이주의 시초가 한국전쟁이었다. 이후 60여년간 아동의 국제입

양은 50만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중 20만명이 한국 아동이라고 추산한

다. 15만명은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입양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국

제입양의 시작이었고 현재까지 아동송출을 지속하고 있는 전 세계 최장

기간 송출국이고, 그 숫자도 세계 최대 규모이다. 2016년 현 시점에서도 

한국은 OECD 회원국중 유일한 아동 송출국이며, 경제규모와 국민 소득

수준 등에서 다른 송출국과 크게 대비된다.19)

한국은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입양규정인 제21조의 

(a)를 포함하여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20).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17)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Handbook on European 
Law Relating to the Rights of the Child, (2015).

18) Kikelly, U., "The Best of Both Worlds for Children's Rights? Interpret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Ligh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uman Rights Quarterly, vol.23 (2001), 

pp.308-326.

19) 송출국 현황에 대한 자료는 HCCH, Global Statistics for Intercountry Adoption 

(2016) 참조.

  <https://www.hcch.net/en/publications-and-studies/details4/?pid=5891&dtid=32>, 

   2017.1.16. 최종방문.

   한국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현황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다.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2014년 535명, 2015년 374명의 아동을 국제입양 보냈

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외입양인의 친생부모 (...)” (2016.5.7.일자) 참조.  

20) 대한민국, 관보 제12002호 (1991.12.23.일자) “1991년 10월 9일 제49회 국무회의 심

의를 거쳐, 1991년 11월 20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9조제3항, 제21조가항 및 제

40조제2항나호(5)를 유보한 이상옥 외교부 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상기유

보조항을 제외하고 1991년 12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아동의 권리

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1991년 12월 23일”; 조약 제 1,072호

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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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회의에 참여해 왔고 서명대상국에 포함되었으나, 이 협약을 비준하

지 않고 있다.21) 2004년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

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22)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이하 'UN 아동매매 선택의정서')

비준시에도 국제입양과 관련된 아동매매를 범죄로 규정할 의무가 자국에

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선언하고 있다.23)

한국이 UN CRC에 가입한 이후, 1996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

쳐 UN은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검토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

여년간 일관되게 한국아동의 국제입양의 규모와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1조의 (a)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

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24) 이는 UN 인권협약의 가장 

주요한 이행수단인 국가보고서와 그 검토회의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중대한 국제협약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16년 UN 인권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바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이 국제입양 현상에서 나타난 아동권리 침해에 주

21) Parra-Aranguren, Explanatory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CCH, 

1988) para.13, 각주 16. 한국은 1991년 협약 문구협상을 위한 2차회의부터 Special 

Commission에 참석하였으나, 협약 성립시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과 러시아가 서명대

상국 중 비준하지 않은 대표적 나라이다.

22)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dopted 25 May 

2000, entered into force on 18 Jan. 2002, 173개국 비준 (2017.1.15. 현재).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

1-c&chapter=4&lang=en#EndDec>, 2017.1.16. 최종 방문.

23) Id, 한국의 2004.9.24. 비준 시, 해석선언은 다음과 같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stands that Article 3(1)(a)(ii) 

of the aforementioned Protocol is applicable only to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done at the Hague on 29 May 1993.” 

    <해석선언> 대한민국은 제3조제1항가목(2)의 규정은 “국제입양관련아동의보호및협력에

관한헤이그협약”의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24) UN Doc. CRC/C/15/Add.51 (13 Feb. 1996); CRC/C/15/Add.197 (18 Mar. 2003); 

CRC/C/KOR/CO/3-4 (6 Oc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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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규범 체계가 발전되어 온 것이 국제사

회가 이룬 성과라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첫째, 지난 60여년간 아동인권과 아동의 국제입양에 관한 국제법 체

계는 UN,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유럽평의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국제규범들이 국제입양에 

직면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한국은 UN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두 국제기구의 주된 목표인 국제입양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 의무를 의도적이고, 정교하고, 철저하게 피해가고 있다. 이러한 국

제규범이 한국의 국제입양에 대해 특히 무력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다.

지난 60여년간 특정기간 동안 주목받은 주요 송출국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자국내에서 혹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어떤 형태

로든 해결책을 모색해 내었다. 한국처럼 60년 내내 주요 송출국인 나라

는 드물다.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한국의 이행 뿐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고찰을 통해 아동입양에 대한 국제법이 송출국에 대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국제입양

에 대한 국제규범이 앞으로는 어떤 과제를 상정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험에서 이와 관련된 시

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이후 발전되어 온 아동의 

입양에 대한 국제규범 체계이다. 유럽평의회, 국제연합, 헤이그국제사법

회의 등 서로 다른 목적과 규율 수준을 가진 국제기구에서 아동의 국제

입양에 대한 법리가 발전되어 왔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십년에 걸



- 9 -

쳐 발전되어 온 것이지만 일관된 원칙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법리는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인 아동 최선의 이익을 기

반으로 가족법과 아동보호법제에 관한 법리의 발전과 병행하여 이루어져 

왔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추세로 각국 국내법제의 구성과 내용이 수렴하

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입양 관련 국제법 체계, 발달과정, 구체적인 규

범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입양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어떠한 인

권협약, 국제사법협약이 있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협약의 성립 배경에 어

떤 시대적 변화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

입양에 대한 관련 협약의 조항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다.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연구자들의 학문적 연구, 이와 관련된 국내법규, 다양한 국내 국

제법원의 결정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입양의 형식에 대한 고찰이다. 각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아동입양의 형식은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하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

약이 규율하는 입양형식은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자신의 상거소를 떠나 

입양부모의 상거소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외 입양과 가족내 입양을 포괄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형태, 구

성원, 유지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각국의 가족법제는 이러한 다양한 가족

의 형태를 받아들이기 위한 추세로 변화해 가고 있다. 국내에서든 국경

을 넘어서든 가족의 결성과 해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

에서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위해 가족내 입양의 양상과 이를 규율하는 

국내법제도 적응해가고 있다. 가족내 입양의 주된 원인은 친족내에서 혹

은 재혼가정의 부모관계, 양육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

모나 다른 구성원들의 요구가 아니라 아동 최선의 이익에 의거하여 양육

자, 양육환경, 건전한 발달, 안전한 보호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아동의 

친권, 후견권, 양육권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각국 법제는 일반적으로 그 

결정 권한과 절차를 법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하는 입양은 국제입양이면서, 가족외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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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이다. 가족내 입양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친부모 혹은 친

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가족외 입

양은 일단 출생으로 발생된 친권이 부재하게 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어 아동이 친가족 보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친가

정 양육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부모와 입양가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이다.

선진국에서의 아동입양은 그 숫자나 빈도에 있어서 가족내 입양이 더

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이다. 가족외 입양은 국내 입양인 경우는 아

동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친권에 대한 개입과 종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반면 국제입양인 경우 아동보

호체계가 취약한 송출국에서는 이러한 공적 개입이 이루어지 못하고, 수

령국에서도 자국 공적보호체계를 우회하는 입양부모와 중개기관이 주도

하는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중개자와 중개기관이 개입

하고 수수료가 지불된다. 이러한 관행을 허용하는 법제의 세부적인 규정

을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법제와 경험은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국은 

1970~80년대 20여년간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25) 바로 그 기간에 한국이 전세계 아동의 국제입양 현

상의 급속한 팽창을 주도하였다. 입양을 위한 아동 송출의 최대 수치는 

한 해 8천명에 이른다. 이후 해외언론과 국제사회의 맹비난 속에서 아동

의 해외입양 중단을 선언했다가 번복하는 것을 되풀이하여 왔다. 국가가 

경제적 능력도 있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표명하고 있으나, 수십년간 

주요 송출국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UN 아동권리위원회의 UN CRC

제21조(a)의 유보철회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권유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그들이 낳은 아이에 대

한 편견의 풍조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본다.26) 한국이 60년

25) The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1993). 

26) Alstein (1991), supra note 5. 동 문헌이 한국의 국제입양 문제의 주된 원인을 미혼

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지목한 이래로, 이 문제를 다룬 거의 모든 국내외 문헌에

서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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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송출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핵심적 이유는 아동권리에 대한 법

적 보호에 미흡하고,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 한국의 법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가족법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녀인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보장

하는데 미흡하고, 아동 보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아동보호를 위한 공법

체계에서는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의 입양과 보호를 사적시설인 

입양기관과 아동양육시설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법제와 아동

보호법제는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규정부터 차별적이다. 한국의 입양과 

관련된 법제와 정책은 국제입양 송출국이 되고 그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

를 담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를만하다. 자국의 아동보호와 복지를 

수십년간 사적기관에 의지하고 국제입양을 통해 해결해 온 경험은 법제 

개혁에 필요한 국가의 역량을 계속 약화시켜왔다. 이는 국제규범의 이행 

불능으로 이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에서 시작된 왜곡된 아동입양 

관련 법제는 다른 송출국들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아동의 입양적격을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는 한국의 

국제입양 시작 당시의 입양적격에 대한 법제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 논문은 송출국의 관점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까지 

아동의 국제입양의 국제법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목적, 연구자, 연구대상

에 있어서 주로 수령국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핵심 당사자인 입양

인과 입양부모는 수령국에 존재하고 입양이라는 사건과 관련된 일들이 

발생하는 현실적 공간이 수령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수도 있다. 송출국은 일단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고 나면 책

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입양인들이 성인이 되고 당사자

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은 변하게 되었다. 이들은 UN, EU,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등에서 당사자로서 입양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

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입양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는 스스로 입양인이거

나 입양부모인 연구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송출국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법리라고 할 수 있는 ‘아

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아동의 입양적격의 결정’, ‘국제입양

의 보충성의 원칙’, ‘공적기관의 책임’ 등의 규범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



- 12 -

히 송출국 법제의 원형이라고 판단되는 한국의 입양법의 초기 형성과정

과 현재 법제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송출국과 수령국의 협

약 이행의 격차는 단순히 국내법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입양 대

상 아동에게 있어서는 권리 보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 논문은 국제입양에 대한 법적 규율의 발생과 변화를 송출국의 관

점에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아동의 국제입양에

서 벌어진 일들은 송출국과 수령국에서 각각 단절되어 발생한 현상이 아

니라 서로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동의 국제입양의 법제는 입양중개 기관의 관행과 송출국 수령국 간의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현재 아동권리와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 규범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이 논문은 송출국의 국내 절차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양적격의 결정’,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 이행을 국제

입양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법리로 제시한다. 이러한 송출국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령국이 함께 이 의무의 이행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사례는 아동의 국제입양

에 대한 송출국의 국내법제는 수령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형성되었음

을 증명해 준다. 이 사례를 통해 송출국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입양적

격의 결정 등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는 송출국과 수령국의 공동책임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송출과정에 

대한 협약 이행 의무를 송출국 뿐 아니라 수령국의 의무로 하는 국제규

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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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대 입양법의 형성과 국제입양

제 1 절 전통적 입양제도와 현대 입양법

1. 입양제도의 기원

아동의 입양은 현대 사회에서 익숙한 제도이나, 역사적으로나 문화권

별로 보편적인 제도는 아니었다. 전통적 입양제도는 가계 계승이 목적이

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전통적으로 입양제

도를 가진 문화권에서는 그 기원이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문

명에서 입양제도에 대한 기록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27), 그리스,

이집트28), 로마 등을 들고 있다. 로마의 입양제도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 제도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일부 대륙법계 전통의 유럽국가와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

카의 법제에 이어지고 있다.29)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유교적 가족제도인 

종법제의 양자제도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가족제도가 영향을 받고 있다.

가. 대륙법계

고대 로마의 입양제도는 가장이 후계자가 없어 가계계승이 중단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생으로 종속되지 않은 사람, 즉 양자

될 자에 대해 가장의 친권을 인위적으로 생성해 주기 위한 제도였다. 가

27) Howe, R. W., "Adoption Practices, Issues, and Laws", Family Law Quarterly, 

vol.17 (1983), p.173; 한상수, 『함무라비법전-인류 법문화의 원형』 (인제대학교 출판

부, 2008), pp.212-216.    

28) 성경, 출애굽의 모세가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었다는 기록을 최초의 입양으로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기도 한다.

29) Brosnan, J. F., "The Law of Adoption", Columbia Law Review (1922), p.334; 

UN, Child Adoption: Trends and Policies, UN Doc. ST/ESA/SER.A/292 

(2009); J.H.A. van Loon, Report on Intercountry Adoption (HCCH, 

Prel.Doc.No.1 of April of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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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계승의 대가 끊이지 않고,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다.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독립된 

성인에 대한 입양으로 ‘adrogation’ 이라고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다른 사람의 친권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친권을 넘겨받는 

‘adoption’으로 구별된다. 입양의 절차는 ‘patrician assembly (comitia

curiata)’라는 고대 로마의 귀족 친족회의를 통한 절차와 의례를 거쳤다.

다른 사람의 친권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원래 부모

가 양부모에게 입양대상을 '파는' 형식을 거쳤다고 한다. 이는 법적 절차

였으며, ‘입양은 자연을 모방한다’30)라는 원칙에 따라, 입양으로 성립되

는 부모 자식 간의 나이 차이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31) 로마법의 입

양은 원칙적으로 남성들 만에 해당했다. 입양제도의 목적이 가계계승인

만큼 가장인 아버지가 후계자인 아들과 사이에 이루어졌다. 후계자가 필

요한 귀족계층에서 주로 활용되었다.32)

나. 아시아 유교적 종법제 전통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종법제 하의 양자제도가 전통적 입양법제의 전

형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법제의 양자제도에 잘 나타

나 있다. 법률상으로 효력 있는 양자제도는 오로지 가의 계승을 위해 허

용되었다.33) 1437년 조선 세종조에 성립된 입후법(立後法)이 유교 윤리에 

입각한 양자제도의 목적을 잘 보여준다. 입후제도는 부(夫)의 동성 친족 

중에서 가계계승자를 세우는 것이었다.34) 유교적 가족질서에서는 구성원

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상속과 제사가 절대적인 가치였으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봉사자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였다.35) 이 제도는 장

자는 다른 집의 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

30) Adoption must imitate nature.

31) Brosnan (1922), supra note 29, pp.333-334.

32) Id., pp.332-333.

33) 김주수, “가족법의 발전”, 『서울대학교 법학』, vol.2, no.2 (1960), pp.348-349.    

34) 박경,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2011), p.3.

35) Id., 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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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만이 입후를 할 수 있으며,36)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였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37)

2. 입양제도 전통이 없는 법제와 아동보호

가. 영미법계

같은 서구 문화권이라도 영국법 전통에는 입양제도가 존재하지 않았

다. 영국법제에서는 부모는 법적 후견인이며, 이러한 친권의 의무와 권리

를 없애는 어떠한 계약도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친이 자녀의 양육

에 있어서 방임, 남용 등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형평법원 (Court of

Chancery)이 유사친권적 성격에 근거하여 그 친권을 중지시키고, 입양부

모를 지정할 수 있었다. 이는 입양부모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

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38)

영미법계에 입양제도의 전통이 없었다는 의미는 가의 계승을 위한 입

양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반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친권에 

개입하고 심지어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근거인 parens patriae jurisdiction

의 연원이 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다.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일단 출생에 의해 형성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어떤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는

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에 그대로 계승되

고 있다. 이슬람 가족법인 “샤리아” (Shari'ah)는 입양제도는 인정하지 

36) Id., p.147-148. 『經國大典』 3권, 禮典, 立後에 의하면,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

는 자는 관(官)에 고하고 동종지자(同宗支子)를 세워 후사로 삼도록 한다. <양가(兩家)

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세우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면 어머니가 관에 고한다. 존

속과 형제 및 손자는 후사로 삼지 못한다>

37) Id., p.152-153.

38) Brosnan (1922), supra note 29,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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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대신 부모를 잃은 아동에 대해서는 “카팔라” (Kafala) 라는 일종의 

영구적 가정위탁 제도를 두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부모가 

지정한 친족이나 부모의 친구 등에 의한 아동의 양육을 보장한다. 혈연

으로 맺은 부모 자식 관계는 지속하면서 양육만 책임지는 것이다.39) 이

러한 샤리아법과 현대적 입양제도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러

한 문제는 UN 아동권리협약을 논의하면서 국제규범과 문화적 상대성의 

충돌로 나타났다. 아동의 입양에 대한 조항인 제21조 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의 법제는 입양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21조 적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UN 아동권리협약 제21조 

도입부는 입양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에 한해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

을 명시하게 되었다.40) 이러한 도입부 문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UN 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중 이슬람 가족법과 배치되는 내용

은 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보와 해석선언을 하고 있다.41)

현재 아동의 국제입양에 있어서는 이슬람 문화권의 국적을 가지고 있

는 아동의 입양적격의 문제, 즉 해당 아동이 법적으로 입양가능한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이슬람 샤리아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에 대한 입양재판 신청에 대해서는 입양적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42)

다. 대륙법계의 아동입양 법제

39) J.H.A. van Loon (1990), supra note 29; ISS, Monthly Review, no.196 (Nov. 

2015) p.5-6. 카팔라 제도의 전통적 의미가 퇴색하면, 위탁 양육을 가장한 아동의 강

제노동 등 착취와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40) Detrick, S. (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 Guide to the "Travaux Preparatoir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pp.314-317; UN CRC 제21조 introductory clause,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 

41) United Nations Treaty Database 웹사이트, UN CRC 비준현황 참조.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1&chapter

=4&lang=en#53>, 2016.10.15, 최종방문.

42) ISS, supra note 39.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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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입양법제는 대륙법계 전통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입양제도는 로마제국의 정치적 권력의 세

습의 의미, 중세에는 이웃끼리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9세기 『Code Napoleon of 1804』에 이르러서는 출산을 대체

하는 제도로서 설계되었다. 그러나 양자를 개인적 재산으로 보는 의미가 

남아있었다.43) 프랑스 현대 입양제도는 프랑스 민법전 제8편 ‘양자’

(1966.7.11. 법률 제66-500호)에 규정되었다. 원가족 관계가 입양가족 관계

로 완전히 대치되는 완전입양과 두가지 가족관계가 양립하는 단순입양,

두 제도를 모두 인정하는 입법을 완료하였다.44) 프랑스에서도 더 이상 

아동 입양 제도의 목적을 양자를 통해 입양부모 가계의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원의 계승에 두고 있지 않다. 입양을 통한 ‘가족의 성립’을 목

적으로 하는 전환을 이루었다. 완전입양의 경우에는 성, 이름, 출생장소

까지 모두 새로 기록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신분을 만들어 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45)

3. 현대 입양법46)의 시작

가. 아동보호와 입양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제도의 기원은 고대로부터 일부 문화권에 주

요한 가족제도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모든 국가와 문화에 공통적인 요

소는 아니었다. 현 시점에서 가계계승을 위한 입양제도의 전통을 가진 

문화권에서도 그 효용성은 이미 퇴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입양은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로 전환을 완료했다고 본다. 이는 시기적으로 아동입

43) Perreau, B., The Politics of Adoption: Gender and the Making of French 
Citizenship (MIT Press, 2014), pp.xvi-xx.

44) 석광현 외 7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 pp. 142-157.

45) Id., 프랑스 민법전 완전입양의 효과 제355조-제359조, 단순입양의 효과 제363조-370

조의 2 참조.

46) ‘Modern Adoption Law’라는 것은 가의 계승, 입양부모 위주의 입양법이 아니라, 아

동의 보호를 위한 입양법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UN (2009), supra note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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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있어서 사적자치의 원리에서 공적기관의 개입이 강해지는 복지국가

로의 전환 추세와 겹쳐진다.47) 대부분 국가에서 입양의 대상은 아동으로 

한정하고, 제도의 목적은 아동의 보호이다. 이러한 변화에 소극적이었던 

독일과 일본도 각각 1977년, 1988년에 관련 법제의 정비를 이루었다.48)

한국 가족법제는 전통적 입양제도의 영향이 남아있는 대표적 경우로 

지목받는다. 성인과 아동에 대해 구별 없이 같은 입양제도를 적용하는 

민법상 일반 입양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UN은 유교적 입양제

도 전통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입양법제를 정립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49) 전통적 가계 계승을 위한 입양제도의 

영향이 남아있는 스페인 등 대륙법계 국가와 그 영향을 받은 남미 국가

의 입양법제는 아동의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헤이그국제사법회

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되었다.50) 현대 입양법의 발전은 전통적 입양

제도의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미법계 국가의 아동보호

를 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parens patriae jurisdiction에서 비롯되었다.

현대 입양법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연고가 없이 발견되는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에 대한 제도의 변천

을 고려해야 한다. 소위 ‘고아’라고 불리는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

이 발견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들을 보호

하기 위한 법제가 나오기 전에는 아동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된 마을 공

동체에서 보호받는 것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일반적 관행이었다.51) 그러

47) J.H.A. van Loon (1990), supra note 29, p.29.

48) UN (2009), supra note 29, p.25; 석광현, 이병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0), pp.226-239.    

49) UN (2009), supra note 29, p.24. 

50) J.H.A. van Loon (1990), supra note 29. 아동의 입양제도의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나라들은, 전통적인 가계계승을 위한 입양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 스페인, 

남미, 한국 등 임을 지적하였다.

51) 박경(2011), supra note 34, p.16, 3세 이전의 아이는 수양, 3세가 넘은 아동은 시양

으로 구분하여 혈육이 아닌 아동을 자녀삼아 키우는 관행이 고려시대부터 계승된다고 

전하고 있다; Brosnan(1922), J.H.A. van Loon(1990), supra note 29 에서도 서구 

유럽의 ‘도제’제도 역시 오갈데 없는 아동을 보살피면서 기술을 전수하는 전통을 가지

고 있었고, 이슬람의 ‘카팔라’는 법적인 친권관계의 변화 없이도 아동을 안전하게 양

육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적법절차와 국가개입 없이 개인과 사

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아동의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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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관행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아가 발생하는 시기로 접

어들었다.

18~9세기 서구의 산업혁명 시기에 도시로 인구가 밀집하고, 경제적으

로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면서, 도시화의 역기능으로 버려진 아동이 대규

모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의 구호기관들에 의해 만

들어진 orphanage라는 집단적 아동보호 시설이 등장하였다. 아동보호시

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또한 

집단 수용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에게는 정서적·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시설 내에서 아동들

에 대한 학대와 착취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19세기 영국에서 식민지 아

메리카 대륙으로 고아들을 대거 이주시켜 이들을 노동력이 부족한 새로

이 개척하는 서부로 보냈다. 기차에 실어 보내면 정차하는 역마다 아동

들을 원하는 가정이 나와서 아동들을 선택해서 데려가는 일명 Orphan

Train 시대도 있었다.52) 아동들에게 양육자를 찾아주겠다는 의도라고 하

였으나, 이는 아동의 노동력 착취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보호

의 필요성을 국가가 인지하게 되고, 보호대상 아동에게 제대로 양부모와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제도로서 입양이 등장한다. 1851년에 매사츠세츠

주의『아동 입양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현대적 입양법의 시초로 일컬

어진다.53)

나. 1851 매사츄세츠주 입양법

이 법은 현대 입양법의 특징인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들의 시초이다.

우선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

역시 상존하였다.

52) Hubinette, T., "From Orphan Trains to Babylifts: Colonial Trafficking, Empire 

Building and Social Engineering", in Trenka, J.J., Oparah, J.C., & Shin, S.Y. 

(ed.), Outsiders Within : Writing on Transracial Adoption (South End Press, 

2006), pp.136-140. 

53) 『Massachusetts Adoption of Children Act, 1851』, UN (2009), supra note 29, 

pp.1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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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규정하고 있다.54) 아동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이다. 가를 

위한 입양제도에서 공적기관의 역할은 대외적 효력을 담보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제도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당연

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동의 친생부모 양쪽 혹은 한쪽이 살아있을 경우 입양신청을 위해서

는 친부모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는 부부가 공

동으로 입양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55) 입양이 성립되면, 아동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도록 규정하였다. 입양된 아동과 입양부모 

사이의 관계는 자연적인 혈연관계와 동등하게 인정되고, 입양 판결 시에 

친생부모의 권리는 종료된다.56) 완전입양 효력의 도입이다.

전통적 입양제도와 비교하여,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원의 양부모

에 대한 입양자격 심사 도입이다.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기에 

적합한 지를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57) 입후(立後)제도의 목

54) Id., 1851 메사츠세츄주 아동입양법 제1조.

    Any inhabitant of this Commonwealth may petition the judge of probate, in the 

county wherein he or she may reside, for leave to adopt a child not his or her 

own by birth.

55) Id., 제2조. If both or either of the parents of such child shall be living, they 

or the survivor of them, as the case may be, shall consent in writing to 

such adoption(...)

    제4조. No petition by a person having a lawful wife shall be allowed unless 

such wife shall join therein(...)

56) Id., 제6조. A child so adopted, as aforesaid, shall be deemed, for the 

purpose of inheritance and succession by such child, custody of the 

person and right of obedience by such parent or parents by adoption, and 

all other legal consequences and incidents of the natural relation of 

parents and children, the same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if such child 

had been born in lawful wedlock of such parents or parent by adoption(...)

    제7조. The natural parent or parents of such child shall be deprived, by such 

decree of adoption, of all legal rights whatsoever as respects such child(...)

57) Id., 제5조. If, upon such petition, (...) the judge of probate shall be satisfied 

of the identity and relations of the persons, and that the petitioner,(...) are 

of sufficient ability to bring up the child, and furnish suitable nurture and 

education, having reference to the degree and condition of tis parents, and 

that it is fit and proper that such adoption should take effect, he shall 

make a decree setting forth the said facts, and ordering that, from and 

after the date of the decree, such child should be deemed and taken, to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s, the child of the petitioner or pe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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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입양부모인 가장의 후계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양부모의 입양자격, 양육능력 심사와 같은 절차는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제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으

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점이 입후목적의 제도와 아동보호 목적의 제도 

간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제 2 절 제2차 세계대전과 국제입양

1. 전후 긴급구호와 국제입양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아동의 입양은 일상적인 일도 아니었고,

입양법제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친부모가 부재한 경우에도 아동의 양

육은 친족들이 담당해 왔다. 특히 영유아의 입양은 매우 드믄 현상이었

다. 앞서 살펴본 입양의 경우도 대부분 영유아기는 벗어난 아동들이었다.

인공수유가 가능한 분유가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젖먹이가 생모를 떠난다

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은 상식적으

로도 이해할 수 있다.58)

아동의 국제입양은 세계 제2차대전 직후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다. 전

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과 미국 사이에 전쟁 난민이 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전 유럽대륙이 전쟁터가 되어 유래가 없는 인명의 살

상이 일어난 직후, 수많은 전쟁고아들은 당장 양육자와 보호자가 없이는 

생존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이들을 우선 좀 더 피해가 덜한 지역으로 이

동하여 양육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미국과 유럽 각국이 

합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 미국 난민 비자

아동의 대규모 이동을 위해, 각국은 우선 아동이 국경을 넘어 합법적

58) Howe (1983), supra note 27,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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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국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이민법과 이민

정책이 각국별로 이민자의 쿼터를 배정하고 있었음에 따라, 『난민법』

을 한시적으로 개정하고, 난민비자 쿼터를 전쟁고아에게 배정하는 형식

으로 해결하였다.59) 국제입양은 아동이 수령국으로 입국하는 절차가 반

드시 필요하므로, 미국의 비자발급 통계에는 국제입양 아동의 경로와 추

세가 정확히 나타난다. 1948년 『Displaced Persons Act』, 1953년과 

1957년의『Refugee Relief Act』등 1948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의 한시

적 법개정을 통해 발급된 고아이민비자가 주된 국제입양의 통로가 되었

다. 이 기간 동안에 국제입양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아동은 유럽으로부

터 10,099명, 아시아에서 8,813명이었다. 주요 국가는 독일 1,845명, 그리

스 3,116명, 이탈리아 2,575명, 아시아에서는 일본 2,987명 등, 주로 2차대

전 패전국 등 유럽 내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의 아동들이었다.60)

나. 유럽 난민 아동 입양절차

당시 국제입양의 절차는 유럽에 주둔한 미군과 군무원들이 현지에서 

만난 아동들을 개별적으로 현지법에 따라 입양하는 절차를 마친 후, 고

아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시키고 나서, 다시 미국 각 주법에 

따른 입양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동에 대한 난민 비

자 발급은 미군 혹은 미군무원의 입양부모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에, 입국하는 아동들에 대한 양육권 혹은 후견권이 인정되었다. 이

러한 양육권을 토대로 미국 내에서 입양재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아동들의 입양은 미국뿐 아니라, 전쟁 피해가 덜한 유럽 각국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입양적격의 결정, 양부모의 자격, 입양

59) Winslow, R., "Immigration Law and Improvised Policy in the Making of 

International Adoption, 1948-1961", The Journal of Policy History, vol.24 

(2012), pp.319-328, 당시 난민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근거법은 『Displaced 

Persons Act』에서 『Refugee Relief Act』로 변화하였다.

60) Weil, R., "International Adoptions : The Quiet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18 (1984), pp.276-293. 위 숫자에는 한국 4,162명, 중국 

(당시의 대만) 466명 등 다른 국가의 아동들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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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 가족관계의 성립, 입양국의 국적취득 등의 공사법(公私法)적 절

차를 완료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랐다.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생존·발달

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공부(公簿)에 기록하고 국적을 얻는 단계까지 

완료되는 것이 필요했다.61) 입양국에서 이민법, 국적법, 가족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입양재판을 담당해야 하는 각국의 법원은 아동

의 국제입양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가져온 아동의 출신국과 입양국 간 법

리의 간극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특히 유효한 아동 입양 동의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었다. 수령국 

관련법에서는 입양동의권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가 아동 출신국 법에 의

해서는 적법한 입양동의를 한 경우에 수령국 법원에서 아동의 입양적격

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적합한 동의형식에 대한 각

국 법률에 차이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반드시 서면 동

의를 요구하는 법제와 구두 동의도 가능한 법제의 경우이다. 이럴 경우 

입양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동의 입

양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입양의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

에 수령국 법원에서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입양효력에 대한 법제의 격차도 문제였다. 아동 출신국 법제에서는 

단순입양의 효력만 인정하는 반면, 수령국에서는 완전입양 효력의 입양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출신국 법제에 근거하여 취득한 입양동의

를 수령국 법제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입양동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대두된 국제입양 아동의 입양재

판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출신국과 수령국의 입양법제의 

입양적격 결정과 입양의 효력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62)

61)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되고, 이름을 가지고, 국적을 가지는 

권리는 ‘출생 직후’와 ‘아동기’에 생존, 안전, 발달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 

Ziemele, I., Commentary on the UN CRC, Article 7: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Name and Nationality and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Paren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참조. 

62) J.H.A. van Loon (1990), supra not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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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양법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인도적 차원의 긴급 조치적 성격으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이주한 

외국 아동의 입양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자 유럽에서는 

관련 법리에 대한 논의를 급박하게 이어간다. 특히 아동 출신국 입양법

에 의해 출신국 법원의 입양 재판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관할권의 소속

과 외국 법원의 재판을 승인할 지 여부가 입양국 법원절차에서 첨예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아동입양의 법제에 대해 유럽 전문가 그룹

을 중심으로 밀도 있는 논의가 일어났다.63) 1957년 UN Technical

Assistance Administration(UNTAA)와 ISS64)가 함께 주도한 국제입양에 

대한 전문가 회의가 그 시초를 제공했다. 이어서 1960년 스위스 레젠에

서 UN 주도의 대규모 전문가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현재 다양한 국

제입양의 국제규범에서 표출되고 있는 주요한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12

개의 원칙들은 이후 아동의 입양에 대한 국제 규범의 근본적 뼈대를 이

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국제입양과 관련된 논의의 장을 이루

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65)

63) Id., p.39.

64)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http://www.iss-ssi.org), 1924년 설립된 스위스 제

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세계적 네트워킹을 가진 아동보호와 복지에 관한 국제 

NGO로서, 국제입양 절차에서 아동보호를 전문 영역으로 하고 있다. 

65)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원칙1. adoption is the best replacement for the care 

given to a child by his parents or his immediate family, on the condition 

that this adoption be principally founded on the well-being of the child. 원칙

2. all possibilities for adoption in the home country must be studied before 

a foreign placement is considered, 'given that it is risky to transplant a 

child outside of his cultural environment. 원칙 3. the adoption of children 

placed in an institution should be carried out as early as possible. 원칙 4. 

in each country,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families for physically or 

mentally disabled children. 원칙 5. every parent should be in a position to 

evaluate the consequence of adoption for his child before consenting to it. 

원칙 6. the same necessity applied to the adopted child if he was of an age 

to understand and to make a choice. 원칙 7. an investigation must be done 

into the home of the adopting parents as well as into the child 원칙 8. this 

investigation must determine the choice of a child's adoptive family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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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65 헤이그 협약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최초의 다자적 협약으로 논

의된 것은 국제사법이었다. 아동의 국제입양 재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제사법적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도였다. 헤이그국제사

법회의의 1965 헤이그협약이 대표적이다.66) 이 협약에서는 국제입양 아

동의 입양재판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입양허가의 관할권은 입양부모의 국적 혹은 상거소 소재지 국

가의 권한당국이라고 규정되었다.67) 아동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야할 입양

국에서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본다. 입양허가에 의거

하여 아동의 가족관계의 형성, 국적 취득 등의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

다.

둘째, 준거법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관할권 국가의 입양에 관련된 

국내법이 적용된다.68) 아동의 입양동의와 사전상담에 대해서는 아동의 

본국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69) 아동의 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

child protection agency, particularly by taking religion into account. 원칙 9. 

the necessity of a placement lasting at least six months in the family before 

the adoption is clearly confirmed 원칙 10. the fact of insisting on the 

necessity of possessing all documents in due form in order to carry out the 

adoption 원칙 11. the period between the arrival of a child in a foreign 

country and his official adoption as one of the most critical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child. 원칙 12.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also demanded 

that his adoption be acknowledged in his country of origin 

66) HCCH,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Recognition of 

Decrees Relating to Adoption, concluded 15. Nov. 1965. 3개국 (Austria, 

Switzerland, U.K.)만 비준하는데 그쳤고,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67) HCCH, 1965 헤이그협약 제3조.

    Jurisdiction to grant an adoption is vested in-

    a) the authorities of the State where the adopter habitually resides...

    b) the authorities of the State of which the adopter is a national.

68) Id., 제4조.

   The authorities who have jurisdiction (...) shall (...) apply their internal law 

to the conditions governing an adoption.

69) Id., 제5조.

   The authorities who have jurisdiction (...) shall apply the national law of the 

child relating to consents and consult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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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허가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직권으로 아동, 친가정, 입양부모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필

요한 경우 양국의 당국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70) 아

동입양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은 당시 유럽에서 국제협약에 

규정할 정도로 확립되어 있었던 법리임을 알 수 있다. 입양동의는 아동

의 입양적격 결정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아동의 본국법의 기준이 입양재

판 관할 국가의 국내법과 근본적인 격차가 있고 아동 최선의 이익과 정

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 이를 관할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셋째, 외국 법원 입양재판의 승인에 대한 규정이다. 이 협약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한 입양 판결은 모든 체약국에서 승인되어야 한

다.71) 이는 국제입양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72)

1965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지향해야 하는 국

제사법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협약은 최종적으로 발효되

지는 않았으나, 국제입양에 대해 최초로 합의된 다자적 국제협약이라는 

의의가 있다.73)

2.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가. 입양에 대한 국제규범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유럽에서 아동의 국제입양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1965 헤이그

협약에서 주요한 합의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대책

70) Id., 제6조.

71) Id., 제8조.

   Every adoption governed by the present Convention and granted by an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under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3 shall be 

recognized without further formality in all Contracting States.

72) 이 조항은 이후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제23조 입양결정의 자동승인 조항으

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73) Supra not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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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아동보호의 목적을 위해서는 각국 

입양제도 자체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

어 주었다. 이러한 논의는 유럽국가들의 입양법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시

도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아동보호법제에 대한 전반적 정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립된 것이 유럽평의회의 1967 『유럽아동입양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the Child)이다.74)

아동의 국제입양과 관련된 논의는 국제입양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

고 이에 대한 단기적인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 정

도의 대처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될수

록 각국의 입양법의 근본적인 정비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깨닫고,

아동입양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75) 이 협약은 국제입양에 국한되

지 않고,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국내입양법제를 포함한 입양법을 전반적

으로 다루고 있다. 당시 유럽국가내에 입양의 절차와 효과에 대한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입양뿐 아니라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합의

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동의 입양적격을 결정하는 친권자의 입양동의

와 아동 유기 확인의 기준과 절차가 주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대해 통

일된 규범에 합의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유럽 각국의 아동입양 법

제가 대폭 정비되고,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76)

유럽아동입양협약은 처음으로 등장한 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이다. 단

순히 입양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기관의 아동보호 의무와 연계되는 규범

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시 입양에 대한 논의의 기반은 아동보호의 필요

성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전쟁고아의 

대규모 국제입양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법규범의 정

비 시기는 훨씬 이후로 미루어졌을 지도 모른다. 유럽내에서도 각국별로 

입양제도와 아동보호제도의 기원과 가족법 전통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 의해서 유럽평의회 회원국 간에서는 합의를 

74) CoE, Explanatory report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ren, ETS No. 058. 

75) Id.

7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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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던 입양의 요건·효과·절차에 대한 규정은 그 당시까지 논의되었던 

아동권리 보호 법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나. 협약 주요 내용

유럽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의 입양 절차에 대해 당사국의 국내법에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모

든 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

고, 관련 규정들이 각국의 국내법에 법제화되도록 하였다. 후견권·친권·

상속권 등에 있어 입양아동과 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의 차별, 혼외 부

(父)의 입양동의권 등을 어느 정도까지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었다.77)

첫 조항은 ‘사적입양’의 금지이다. 사적입양이란 공적기관의 개입 없

이 사적 주체들간 합의로 혹은 사적기관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입양을 말

한다. 이러한 관행이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위협이 된다. 입양은 반

드시 그 나라의 사법기관이나 행정당국에 의해 허가되어야만 유효하

다.78) 입양을 결정하는 법원 혹은 행정 당국은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고

려하여, 입양을 허가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79)

둘째, 입양동의에 대한 규율 기준이다. 우선 동의권자를 확정하기 위

한 규정이다. 반드시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부모가 

없을 때는 입양에 대해 친권을 대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

야 한다. 이에 대해 2008년 개정 입양협약에서는 친권을 대행하여 입양

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절차를 국내법에 규정할 의무가 추

가되었다. 권한당국은 동의권자들의 동의 없이 입양을 결정할 수 없고,

이들의 거부를 각하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친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입양동의에 대한 친권행사가 제한되고 있을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가 필요 없다는 것을 법에 규정할 수 있다. 아동의 어머니의 동의는 최

77) Id., para.7-15.

78) CoE,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제4조.

79) CoE, supra note 74, para.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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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아동의 출생 이후 6주가 경과한 후에 가능하고, 그 이전의 동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국내법에 규정토록 했다.80)

특히 입양동의는 특정입양에 대한 동의여야 하고, 입양을 허가하는 

그 시점에서 유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81) 이는 당시 일부 국가에

서 아동을 보호시설 등에 위탁하면서 ‘백지동의’, 즉 입양부모를 특정하

지 않은 동의를 입양동의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다. 이는 입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의

미는 아니다. 공적기관이 법적 절차에 의거 아동에 적합한 양부모를 선

택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의미이다.82)

셋째, 입양결정 권한당국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양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가

정을 제공하는 것, 아동과 입양부모의 적정한 나이 차이 등이 특별히 제

시되고 있다.83)

넷째, 입양결정 당국은 입양부모와 아동과 아동의 가족에 대한 심리

를 반드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사할 내용으로는 ⒜ 입

양부모의 인격·건강·재산, 특히 그 가정과 아동을 양육할 능력, ⒝ 아동

을 입양하려는 이유, ⒞ 부부 중 일방만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다른 배

우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 ⒟ 아동과 입양부모가 서로 적합한지 여부

와 입양부모가 아동을 보호해 온 기간, ⒠ 아동의 인격과 건강, 법에 의

해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지, ⒡ 이 입양에 대해 아동이 어

떻게 생각하는지, ⒢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종교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

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한 사

80) CoE.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제5조.

81) Maclean, M. & Kurczewski, J. (ed.), Families, Politics and the Law: 
Perspective for East and West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185. ‘adoption in blanco’라고 하여, 관행적으로 아동을 입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위탁하면서, 양부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양절차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는 포

괄적 동의와 특정 입양 동의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82) CoE, supra note 74, para.18.

83) CoE,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제8조. 입양은 자연을 모방한다는 주요한 로마법 규범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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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나 기관이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조사와 상담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84)

다섯째, 입양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적법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동

과 동등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입양이전에 아동과 

그의 친생부모 혹은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했던 동종의 권리 의무의 관

계는 단절된다. 입양부모의 성을 가질 수 있는데, 기존의 성을 대체하거

나 병기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재산에 대한 향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상속에 있어서, 상속법이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공

유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양아동도 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 같

이 대우하여야 한다.85)

여섯째,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입양부모의 국가인 당사국은 아동이 자국 국적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

록 조치해야 한다. 아동이 이전 국적을 잃는 것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

는 것과 연계되어야 한다.86)

일곱째,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이 취소되는 경우는 반드시 법

에 정한 근거에 따라 사법기관 혹은 행정당국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야 한다.87)

여덟째, 입양을 위해 아동을 포기함으로써 부적절한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도록 국내법에 규정하여야 한다.88)

다. 협약 이후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촉발된 유럽아동의 국제입양은 유럽의 전후 복

구와 함께 곧 수습되었다. 유럽 아동들은 더 이상 외국에서 가정을 찾지 

않아도 되었다. 유럽각국은 국제입양 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보호법

84) Id., 제9조.

85) Id., 제10조.

86) Id., 제11조.

87) Id., 제13조.

88) Id.,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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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입양법에 대한 정비를 이루었다. 가족법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주체

성이 강화되고,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 근거와 절

차가 정비되면서 아동권리 보호 수준은 한층 강화되었다.

1977년부터는 유럽가족법 회의가 촉발되었으며, 가족 관계 내에서 자

녀라는 종속된 지위가 아닌 독립적 인권주제성을 가진 아동으로서의 권

리보호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보강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

를 통해 혼외출생아동의 법적지위와 혼외 부(父)의 입양동의에 대한 규

율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 개정된 유럽아동입양협약

에 반영되었으며,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

었다.89)

유럽입양협약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유럽의 아동보호 체계는 

유럽 국가 내에서는 더 이상 입양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로 이

어졌다. 그러나 출산으로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수

요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럽은 이미 아동이 

국제입양을 통해 이주할 수 있음을 경험한 바 있고, 입양법제가 정비되

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이후 유럽이 주요 수령국으로 등장하는 배경

이 되었다.

3.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제도

유럽에서 촉발된 입양법제의 변화는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규범의 발전 방향과도 일치하며, 각국 

법제가 공통기준에 맞추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 입양법제

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

이기 위해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가. 입양의 효력 

89) CoE, Explanatory report to the Draft 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the Children (Revised) CETS No.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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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입양과 단순입양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제도의 첫 번째 특징은 ‘완전입양’ 효력의 도입

이다. 입양의 효과는 단순입양과 완전입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입양 이후에도 친부모와 가족과의 관계는 유지된다. 후자는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초래한다. 이는 어느 제도가 우월하다는 차원

이 아니라, 제도의 목적과 연결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가의 계승을 위한 

입양에서는 단순입양 혹은 불완전 입양의 효력이 일반적이다. 양자가 되

었다고 해서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었다.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하고, 양자는 양부모의 가계를 계승하고 가산을 상속하고 지키는 의

무를 하기 위해 친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입양이후

에도 친부모와의 혈연관계는 유지되고, 상속권도 보장되었다.

반면 완전입양 효력은 친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친권의 

남용 등으로 부적합한 경우, 입양의 전제로서 친권의 종료가 필요하다.

생애의 초기부터 양부모의 가정에서 출생한 친생자와 같은 혈연관계와 

신분을 부여하고, 동등한 법률적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

다. 제도의 목적은 자신이 태어난 친족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

게 영구적인 대체 가족을 만들어 주어 양육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이

다. 따라서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의 지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친생부모

와의 모든 혈연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효력이 필요하다.90)

각국 법제에서 이 두 가지 입양의 효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대 

영미법계에서는 아동의 입양법제는 완전입양 효력만을 법적으로 인정한

다. 반면,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아동입양에 있어서도 완전입양

과 함께 단순입양의 효과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단순입양 효력이 일반적이다.91)

완전입양 효력은 아동의 입양제도가 보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작동하

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현대 사회상의 변화와 가족내 입양도 아동보

호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입

90) J.H.A. van Loon (1990), supra note 29, para.103-107.

91) Perreau (2014), supra note 43; Id., para.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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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효력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추세로 나타

나고 있다. 유연한 입양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의 

2007년 관련 통계를 보면, 연간 총 13,688건의 입양판결이 있었다. 이중

에 동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외 입양은 3,700건이었고, 이중에 76%

는 국제입양이었다. 이 밖에 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1만건은 가족

내 입양이었다.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친족간의 입양이었다. 이러

한 입양의 경우는 대부분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단순입양

으로 이루어진다. 단순입양인 경우 한 아동이 4명까지 부모관계를 가질 

수 있다.92)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이 엄격한 완전입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반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족내에서 아동보호를 강

화하는 목적의 단순입양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93)

현 시점에서는 완전입양과 단순입양의 효력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을 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아동보호를 위해 부적절한 친권의 종료와 그 

후속조치로 입양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완전입양의 효력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2) 완전입양 효력과 파양

완전입양 효력을 규정한 입양법에서는 파양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

반적이다. 파양이란 단순입양 효력을 내는 입양제도에서 양부모의 친권

유지 동기가 사라질 경우, 양부모와의 양친관계를 해소하고 양자가 원래 

친생부모와의 친권관계를 회복하는 효력을 가진 절차를 말한다. 파양의 

절차는 계약형 입양인 경우 역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양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을 구제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규

정하기도 한다.

파양제도에 대한 판단도 제도의 목적과 연결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입후목적의 입양제도에서는 사후에 양친자 관계를 지속할 수 없거나 바

92) Id., Perreau(2014), p.8.

9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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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입양의 효력은 친권과의 단절이 아동보호를 위한 전제가 

되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유기’ ‘친권박탈’ 등으로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으로 새로운 ‘출생’과도 같은 법률 효력이 부여된 

아동에게 파양으로 이전 부모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 완전입양과 파양은 아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위해서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94)

유럽아동입양협약에서는 파양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

나 파양의 결정은 반드시 권한당국의 결정에 의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요건과 절차는 반드시 법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95)

나. 입양의 요건 

(1) 입양대상 

가를 위한 입양제도에서는 양자될 자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

면 현대 입양법은 입양의 대상은 아동으로 한정하고, 5~7세 등의 어린 

아동에게 제한하는 입법례가 많다. 14~16세까지 허용되기도 하지만, 아

동의 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아동의 보호를 위한 완전입양 효력이 부여

되는 입양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96) 즉,

입양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한 방안으로 보는 경우, 아동의 나이와 발달

94) J.H.A. van Loon (1990), supra note 29, para.110-113. 

95) Council of Europe Treaty Series- No. 202, 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ren (Revised), Strasbourg, 27.XI.2008.

    제14조 1. An adoption may be revoked or annulled only by deci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always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2 An adoption may be revoked only on serious grounds permitted by law 

before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majority.

96) J.H.A. van Loon (1990), supra note 29, para.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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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등에 따라서, 개별 아동의 상황에 적합한 대안 양육 방식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이거나 나이가 어릴 수록 입양

가정에 조기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을 위한 판단 요소가 훨씬 복잡해 질 수 있

다는 의미이다.

성인에 대한 입양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현대의 추

세는 입양제도는 아동보호의 기능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

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연령기준인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97)

더 낮은 연령의 아동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법제도 있다.

(2) 양부모 자격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제도의 특징은 입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

게 제한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유럽아동입양협약에 어떤 요소를 고려

해야 하는지 상세하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살펴보았다. 예비 양부모의 경

제적 부양능력, 친생 자녀 유무, 입양자녀의 수 제한, 나이제한, 독신자 

입양가능여부 등 아동의 양육에 적합한 정신적, 물질적 환경과 조건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기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

가 양무모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다. 공적기관이 직접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수행하고, 양부모 자격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98)

(3) 아동의 입양적격

완전입양 효과는 필연적으로 입양의 요건으로서 아동의 입양적격 결

정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하게 된다. 아동의 입양결정

97) UN CRC 제1조. (...)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

98) CoE,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제9조.

    HCCH, 1965 헤이그협약 제6조;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5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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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우선 아동이 법적으로 입양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양적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양적격의 결정은 이전 친권의 종료에 

대한 판단과 연결되어야 한다. 아동의 친권의 변화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거나 그 과정을 아동보호체계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국가기관

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99) 아동과 부모의 기본권과 관련된 결

정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법제에서는 개별 케이스에 대해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UN CRC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

익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주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100)

아동의 입양적격 판단에 있어서 친부모의 입양동의는 가장 중요한 사

안이다. 동의권자, 동의의 방식과 절차, 동의의 철회, 취소 등에 대한 규

율은 지속적으로 엄격해 지는 추세이다. 입양동의와 관련된 규제를 구성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출생 후 일정기간 동안은 입양동의를 불허

하는 입양동의 시점에 대한 규제, 입양동의의 유효성에 대한 요건, 입양

전 상담 의무화 등이 있다. 입양동의에 대해서는 아동의 입양적격을 본

격적으로 논의하는 제5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입양의 동의와 

관련한 또 하나의 주요한 변화 추세는 당사자인 아동의 동의가 필요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유럽국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의연령이 점점 하향되는 추세이기도 하다.101)

(4) 자기 정체성을 알권리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알권리는 입양의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

제는 아니지만,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통적 가를 위한 입양제도에서는 양자의 정체성에 대해 가족 내에서

99) UN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UN Doc. A/RES/64/142 

(24 Feb. 2010).

100) UN CRC 제20조 및 제21조.

101) CoE, 2008 유럽아동입양협약, 제5조제1항 a. 

    입양대상 아동의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할 경우, 동의가 필요한 아동의 연령이 14세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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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으로 비밀로 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완전입양제도의 도입은 입양아동에게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법적 

효과를 내고, 이에 따라 새로운 출생증명이 발급되기도 한다. 자신의 출

생으로 맺어진 혈연관계가 단절되고,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 문건도 남

아있지 않게 될 위험이 크다. 결과적으로 입양아동 혹은 성인이 된 입양

인이 자신의 원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 알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에 대한 알권리에 대해서는 완전입양의 효력 발생

을 이유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유럽 각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주요한 인권으로 대두되면

서, 특히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

가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에 의해 향후 입양인의 정체성에 대

한 권리의 보장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102) 입양적격 결정이 공적기관에 

의한 판단을 거쳤다면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당사자의 접

근권 혹은 청구권에 대한 판단 절차를 거쳐, 공적기관에 의한 자신의 정

체성에 대한 알권리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아로 신분세탁, 허

위 출생신고, 사적인 계약에 의한 입양 등의 가능성은 정체성에 대한 정

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에 대

해 공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간 생애 초기, 즉 ‘아동기’에 반드시 

보장되어야할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

다.

다. 선고형 입양

아동입양의 절차는 법원허가를 거치는 선고형 입양제도가 보편적이

다. 친부모와의 단절을 불러오는 완전입양의 효력은 그 제도의 목적과 

본질상 선고형 입양제도를 동반하게 된다.103) 선고형 입양 절차는 완전

102) Parra-Aranguren (1988), supra note 21, para.506-518.

103) UN (2009), supra note 29, 최초의 아동입양법 ‘1851 메사츠세츠주 입양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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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단순입양 효력을 구분하지 않고, 아동입양 절차에 보편적으로 적용

된다고 할 수 있다.

입양의 성립절차에서 계약적 성격의 사적입양을 배제하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법제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가계 계승을 위한 입양제도

의 양부모, 양자될 자, 친생부모의 합의에 의한 계약형 입양절차는 현대 

입양법에 있어서는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입양

결정과 허가,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입양만 허용, 단순입양이라

고 할지라도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104)

법원 개입의 본질적 목적은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

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무엇이 아동 최선의 이익인가에 대해서는 

그 실체적 내용을 법규정에 일일이 나열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원 

절차를 통해서 권리보호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절차적 보장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입양 재판이다.

현대 입양법에서는 이러한 법원 절차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입양 결정에 

대해 두 단계의 절차를 둔다.105) 두 단계 절차란, 입양적격 판단에 대한 

절차가 선행되고, 이후 입양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절차는 공적기관의 아동보호 조치까지 연결될 수 

에서 입양을 하고자하는 양부모는 법원에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고형 입양을 명시하고 있다.

104) CoE,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제4조. 

    An adoption shall be valid only if it is granted by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etent 

authority").  

    CoE, 2008 유럽아동입양협약 제3조 (입양의 효력)

    An Adoption shall be valid only if it is granted by a court or an 

administrative authority (hereinafter the "competent authority")

    UN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

    An adoption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shall take place only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of origin - 

    a)  have established that the child is adoptable;     

105) J.H.A van Loon (1990), supra note 29, para.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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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동의 친가족

과의 관계 종료 혹은 아동이 유기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입양적격 결정 

단계가 된다. 이 결정으로 예비 입양부모 혹은 아동복지기관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되고, 이후 입양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입양부모가 후견

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아동의 입양가정에서 양육하고, 그 

적응 상황을 관찰한 후 최종입양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거친다. 대부분 

법제에서 입양부모와 가정에 대한 양육 능력에 대한 조사와 관찰을 위해 

6개월 정도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106)

제 3 절 시장원리에 의한 국제입양

1. 한국 전쟁과 국제입양 제2의 물결

유럽이 송출국이었던 국제입양을 제1의 물결이라고 한다면, 한국 전

쟁이후 전혀 새로운 양상의 국제입양은 제2의 물결이라고 불린다.

“국제입양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서양 양부모에 의한 아시아 아동의 

대규모 입양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165,000명의 한국 아동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으로 입양되었

다.”107)

위 서술은 현대 사회에 일반적인 국제입양에 대한 인식을 대변해 준

다. 서구 주요 수령국에서 한국아동은 국제입양의 대명사와 같다. 한국 

전쟁 이후의 국제적 인종 간 입양현상에 대해 수령국의 학자들은 입양아

동에 대한 ‘수요’에 의해 확장되는 국제입양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해 

내었다.108) 앞선 유럽아동의 입양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새로운 국제입양

106) Id.

107) Seman, P., "Intercountry Adoption of Children from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ren's Geographies (2014), p.1.

108) Kane (1993), supra note 4, pp.323-339; Lovelock, K., "Intercountry Adoption 

as Migratory Practic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coun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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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대상 아동의 숫자와 특징이다. 이 시기에 국제입양의 규모

는 급격히 증가한다. 입양대상 아동은 이전시기 유럽의 입양대상 아동에 

비해 연령대가 대폭 낮아진 생후 1~2년의 영유아들이었다. 이는 양부모

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동들이다. 애착형성, 언어습득 등에 있어서 입양가

정에 적응하기에 적합한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둘째, 입양절차의 차이이다. 2차 대전 직후 유럽과 미국간 아동의 국제

입양은 대부분 현지에 주둔한 군인 혹은 군무원에 의해 개별 아동에 대

해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동 출신국에서 현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

하고, 아동을 양부모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입양국의 법에 따라 입양을 

완료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반면 이 시기에는 양부모를 대리하여 송출

국에서 아동과의 연결부터 수령국에서 입양재판의 완료까지 입양절차 전

반을 중개하는 전문 국제입양중개기관의 등장하였다. 이러한 전문입양기

관의 시초는 한미간 고아입양의 대명사인 홀트에 의해 시작되었다.

셋째, 입양대상 아동과 양부모의 인종적 차이이다. 유럽아동의 입양은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인종적 차이가 크지 않은 코카시아 인종 내의 입양

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제3세계 국가의 아동이 선진국 양부모 가정으로 

이동하는 서로 다른 인종 간 대규모 흐름과 대비된다. 현재는 인종 간 

입양이 국제입양이 의미하는 전형적인 입양형태가 되었다. 제3세계에서 

서구의 경제적 선진국으로의 일방적 아동의 흐름이 고착되었다.

넷째, 유럽아동의 입양은 일시적으로 인도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기

는 했으나, 송출국과 수령국 간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문화적 배경이나 법제적 전통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이후의 국제입양 현상은 송출국과 수령국 간 인종적 이질성

과 사회 경제 문화적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국제입양의 제2의 물결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and Immigration Polic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New 

Zealand in the Post WWII Period",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34 

(2000), pp.907-949; Young, A., "Developments in Intercountry Adoption: 

from Humanitarian Aid to Market-driven Policy and Beyond", Adoption & 
Fostering, vol.36 (2012),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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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확대의 배경을 분석해 보면, 첫째, 이러한 입양이 송출국과 수령국

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와 아동보호 수준의 격차에서 촉발되었다. 둘째,

이러한 국제입양의 시작에는 시장원리에 의한 사적기관이 주도했다. 셋

째, 유럽의 경우와 가장 대비되는 것이 송출국이나 수령국이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법제가 아니라, 국제입양의 절차와 기준을 대폭 간소화하여 사

적기관의 입양의 중개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법제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 국제입양은 아동보호 법제나 공적기관의 개입이 아니라, 입

양부모의 수요, 사적인 입양중개기관에 의한 시장원리에 의해 주도되었

다. 국제입양의 ‘시장화’ 현상은 아동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으

며, UN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에 의한 규제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

로 이어진다.109)

2. 인종간 입양의 추세 및 양상

가. 아동 이주의 규모 

국제아동 입양 아동의 통계는 해당 아동이 반드시 수령국 이민법에 

의한 입국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집계되어 왔다. 초

기의 국제입양 추세는 미국과 주요 수령국의 비자발급통계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110) 2000년대 이후에는 헤이그국제사법회

의는 체계적으로 수령국과 송출국으로부터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해오고 

있다.111)

1960년부터 70년대까지 약 20여년간은 한미 양국 간의 국제입양 관련 

통계로 전반적 추세를 설명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 이민국의 고아입

양 비자 발급통계와 한국 입양기관의 실적통계가 기반이 된다.

미국의 1948년 난민법 상 고아입양쿼터 배정의 시작은 앞서 설명한 

109) Id., Young (2012) p.67-68.

110) Weil (1984), supra note 60; Kane (1993), supra note 4 등이 대표적이다.

11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www.hcch.net) 의 ‘입양 (adoption)’의 ‘통계 

(statistics)'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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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 아동을 위한 것이었다. 이 쿼터배정을 위한 마지막 조치였던 

1957년『난민법』은 한국 혼혈아동에게 3,701개의 비자쿼터를 배정하여 

이들이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 이 숫자는 당시까지 미국의 고아 비자에 

배정한 총쿼터 10,937명 중 34%를 차지하는 규모였다.112) 유럽 아동의 

입양은 1948년부터 10년 가까이 다수 송출국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

고, 한국 아동은 단일 국가에서 단기간 동안의 조치였음을 생각해 볼 때,

한국아동의 미국입양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후 미국은 1961-1975년 15년 동안 전세계 34,568명의 고아에게 입

양목적의 입국비자를 발급했다.113) 이 중 한국 아동이 42.5%인 14,684명

이었다.114) 1976-1981년 5년 동안에 미국은 이전의 15년간의 전체 입양숫

자보다 많은 35,229명을 외국으로부터 입양했고, 이 중 한국아동은 

54.7%인 19,283명이었다.115)

한국통계를 보면, 1961-1970 동안 7,275명, 1971-1980 동안은 48,247명

이 외국으로 입양되었다.116) 미국 통계와 한국통계를 함께 고려해 보았

을때, 기준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61-1980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아동의 숫자는 3만3천9백여명이고, 한국이 외

국으로 입양을 보낸 숫자는 5만5천5백여명으로 약 2만명의 차이가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 외 유럽 각국으로 입양 보낸 아동들의 숫자라고 할 수 

있다. 1960~70년대 전세계 국제입양의 추세와 규모는 한국과 미국의 관

련 통계로 대부분이 설명된다.

1980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입양의 양상이 급

격하게 변화한 시기였다. Kane은 주요 수령국 14개국의 비자발급 통계

112) Weil (1984), supra note 60, pp.285.

113) 이 기간의 비자발급은 쿼터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 이민법상 입국 자격으로 규

정된 ‘orphan' 인정에 의한 것이다.

114) Weil (1984), supra note 60, p.283.

115) Id., pp.296-287.

116) 변용찬・이삼식・김유경,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1999), p.56,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재인용. 한국은 송출국 중에 자국에서 입양이 

나간 아동의 숫자를 초기부터 매우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대부분 송출국은 자체적으로 아동의 국제입양의 통계를 확보할 능력이 없고, 입양국

에의 입국통계를 통해 파악하는 구조이나, 한국은 주요 입양기관의 통계를 확보하는 

것으로 1950년대부터 정부기관이 이 숫자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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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으며, 이 숫자는 전체 국제입양의 90% 이상을 포괄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117) 이 연구에 의하면 1980~89년까지 국제입양의 규모

는 약 17만~1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70년대에 비해 62%가 증가한 숫

자였다.118) 이 시기의 국제입양 아동의 출신국은 아시아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 비중이 낮아져, 81년 73%에서 89년 47%가 되었다. 80년

대 후반에 남미의 비중이 20%에서 37%로 높아졌다. 한국은 그 아시아 

비중의 77~55%를 채우고 있었다.119) 이 연구결과를 분야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나. 국제입양의 양상 

(1) 수령국의 증가

1980년대 주요 수령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

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었다. 미국 외에 유

럽국가들이 수령국으로 가세하였으며, 이들의 국제입양 수요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다. 국제입양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송출아동 수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아동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구성에는 좀처럼 변화가 없었

다. 각 수령국이 받아들이는 입양아동의 숫자만 급속하게 증가할 뿐이었

다.120)

1980년대의 급속한 아동의 국제입양의 팽창은 국제입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와 인프라가 확립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는 국제입양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국제입양 아동의 수령에 적합한 

117) Kane (1993), supra note 4, p.324. 이 14개국은 호주,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스

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미국, 캐나다(퀘

벡) 이다.

118) Id., p.327.

119) Id., p.328.

120) Id., p.324, 이 수령국의 구성에는 2차대전 직후에는 송출국이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도 가세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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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와 입양법제를 마련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송출국의 확산

국제입양 규모의 확대는 송출국의 확산에 기인한다. 70년대 까지 주

요 송출국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 집중해서 18개국에 불과했다.121)

1980년대에 송출국의 숫자와 구성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80년대가 시

작할 시기에는 20여개국 정도였으나, 89년에는 63개국으로 증가했다. 모

든 송출국이 대규모로 아동을 내보내는 것은 아니었다. 이 기간의 국제

입양의 90%는 10개국의 출신 아동들이었다. 그 10개국은 한국, 인도, 콜

롬비아, 브라질, 스리랑카, 칠레, 필리핀, 과테말라, 페루, 엘살바도르였

다.122)

(3) 영유아의 이동

입양되는 아동의 특징은 국제입양의 ‘시장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리고 건강한 1~2세 미만의 영아들이 대부분이었

다. Kane은 1980년부터 89년까지의 국제입양을 분석하면서, 이 기간동안 

17~18만명에 이르는 건강한 영아들이 대규모로 이주하는 현상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영아기에 부모의 친권에 문제가 생겨서 입

양대상 아동이 되는 것은 전쟁과 재난과 같은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닌 

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Kane은 이러한 아동

들이 해외입양을 위해 ‘수출’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

문을 던진다. 영유아기의 아동이 대규모로 국외로 이송되는 현상이 긴급

121) Weil (1984), supra note 60, p.286-287. 중국 (이 시기의 중국은 주로 대만을 지칭

한 것), 인도, 일본 (일본은 한해 10~30명 정도),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멕시

코, 자마이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등, (자료출처: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재인용).

122) Kane(1993), supra note 4, p.329.



- 45 -

위기 상황이 아닌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진단이었

다.123)

1980년대 후반 주한 미 대사관에서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을 위한 비

자발급을 담당했던 미 INS124) 이민비자 담당 영사인 Ackeman은 한국에

서 입양이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달에 500

명의 영아가 입양대상이 아동이 되는 것은 아동의 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는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숫자이기 때문이다.125)

다. 이 시기 국제입양에서 한국의 위치

Kane의 연구의 목적은 80년대 국제입양 현상을 전세계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었지만, 한국을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은 이 기간 전체 국

제입양의 6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입양을 줄이면, 주요 

수령국들은 남미 등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송출국들을 찾아내었다. 호주,

덴마크는 한국아동이 50~70%, 미국은 한국이 44~62%, 프랑스, 노르웨이

는 한국아동이 40~57%를 차지했다.126) 한해 출생 아동 총수 대비 국제

입양된 아동의 숫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입양율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 한

국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른 송출국들이 대체로 0.01%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1%에 까지 이르는 매우 예외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127)

수령국들 중 입양아동의 숫자로는 1위는 미국으로 77,606명의 아동을 

입양했고, 다음으로는 프랑스 18,501명, 스웨덴 15,788명, 네덜란드 11,525

명이다. 그러나 자국 출생아동수와 외국에서 입양한 아동의 수를 비교하

는 입양율128)로 보면, 최대 입양국가는 노르웨이 (1.10%), 스웨덴 

123) Id., p.336.

124) 미국 이민국,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25) Rothschild (1988), supra note 6. 보도에 따르면,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한달

에 500명의 아기는 단지 인도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

이다. 입양이 비즈니스가 된 것이다. 친부모로부터 아동을 사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를 불편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126) Kane (1993), supra note 4, p.335.

127) Id., p.336; 한국의 국제입양의 최고치를 보였던 1985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총 출생

신고된 아동은 약 85만명이고, 그 해 국제입양된 아동은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8,837명이다. 한 해 태어난 아동의 1% 이상이 해외로 입양되었던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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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덴마크 (0.85%)이고, 미국은 0.2%였다.129)

다른 송출국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아동송출의 전체 규모와 출생

아동수 대비 비율은 이례적으로 높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독특한 입

양법제가 야기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해당 법제의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논하겠다.

3. 국제입양의 ‘시장화’

1970년에서 80년대의 주요 송출국들은 전쟁이나 내전 중도 아니었고,

이래적인 자연재해나 기근 상황도 아니었다. 송출국과 수령국 간의 두드

러진 차이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격차였다. 그러나 송출국의 조건이 사회

경제적 상황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제입양 확대를 주

도한 것은 시장원리였다.

가. 시장원리에 의한 국제입양의 확대

(1) 수요의 증가

학자들은 국제입양 확대 원인을 수령국과 송출국을 나누어 분석했다.

수령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급속한 사회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피임과 임신중절이 수월해 지고, 불임율이 증가하는 한

편, 이러한 국가 내에서는 아동보호 체계가 성숙하여 자국내에서는 더 

이상 입양대상 아동이 쉽게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이 기간 동안에 

미국과 유럽 가정의 건강한 영유아에 대한 입양 수요의 폭발적으로 증가

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130)

128) Id., Kane은 입양아동의 전체숫자와 함께, 한해 태어난 아동 숫자 대비, 외국으로 입

양된 아동과 반대로 입양된 아동의 숫자를 각국별로 비교하였다. 입양율은 출생 아동 

100명당 입양된 아동으로 추산하였다.

129) Id., p.331.

130) Young (2012), supra note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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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차대전 이후 인종간 입양에 대한 가능성과 수용성은 높아진 것

도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31) 부모와 아동이 인종이 다른 것은 현재

의 국제입양이 확산되기 이전에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금기시되기까지 했다.132) 입양아동의 공급

처는 수령국과는 인종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불가능했다면 국제입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없

었을 것이다.

(2) 공급의 확대

출신국이 아동을 보내는 원인의 배경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가난한 

국가에서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확대가족 기능이 약화, 미혼모의 높은 임

신률에 비해 낮은 피임과 임신중절 접근성, 편모가정의 실업율과 빈곤율

이 높은 것을 꼽았다.133)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사실상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이

고 일반적인 사회여건을 서술한 것이 불과하다. 이러한 조건이 어느 시

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정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여건이었다고 해서, 모두 아동 송출국이 되지는 않았다. 해당 국가가 국

제입양을 수월하게 하는 법제를 만들고, 제반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적인 

131) Alstein (1991), supra note 5 이후, Kane(1993), Lovelock(2000) 등 대부분의 사

회학자들이 같은 분석을 수용하고 있다.

132) 인종간 입양현상(transracial adoption)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원주민들이 거주하

던 땅을 백인의 이주민에 의한 정복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원주민들을 이주

민들의 사회질서와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원주민의 어린 자녀를 강제로 

이주민 가정에 입양시키거나 강제로 기숙교육기관에 수용하였던 역사가 있었다. 이러

한 행위가 원주민 가정과 아동에 끼친 해악이 극심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원주민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보호의 문제는 그 커뮤니티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특별

한 법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배경으로 금기시 되던 인종간 입

양이 한국전쟁이후 아시아 전쟁 고아 입양을 계기로 인도적 행위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매우 수용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McGillivray, A., “Transracial Adoption 

and the Status Indian Child”, Canadian Journal of Family Law, vol.4 (1985), 

pp.438-467 참조. 또한 로마법의 원칙인 입양은 자연을 모방한다는 것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관행이기도 하다. 

133) Supra note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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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중개기관을 허용하였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134)

송출국의 아동복지체계와 아동입양법제는 공백 상태와 다를 바 없었

다. 정부는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나 규율의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적인 입양기관과 친부모 사이에 사적 계약과 같은 입양동의가 남용되

고, 아동유기가 입양 수단으로 활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3) 전문 중개기관의 등장

송출국과 수령국간의 법제의 격차는 아동의 입양적격에 대한 준거법,

입양재판의 관할 혹은 재판 승인 등 국제사법 규범과 같은 해결하는 방

식을 기대할 수 없었다. 아동 출신국에서 법제의 공백상태에서 국제적 

입양대행 기관들의 사업으로 국제입양이 이루어졌다. 주요 수령국 정부

는 자국 국민들의 수요를 충조하기 위해 이민법과 아동보호법제의 규제

를 완화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였다.135)

결정적인 역할은 국제입양 절차상 중개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가 쌓인 

사적인 전문기관이 담당한다. Kane 역시 한국의 국제입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전문적인 입양기관의 존재를 지적하였다.136) 홀트가 시초를 이

루는 이 현상에는, 송출국과 수령국의 전문 중개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네트워킹이 완성되어, 전세계적 국제입양 중개를 위한 전문적 인프라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송출국에서 아동을 확보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

여 수령국으로 이동시키고, 입양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법률적 서비스까

지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아동입양 중개를 위한 개인과 기관

들의 양적 질적 성장이 국제입양 확산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137)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은 물론 이러한 중개에 소요되는 수수료, 기부

금 등 비용에 대해 예비 입양부모들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지가 매우 높았

134) Id.

135) Lovelock (2000), supra note 108, p.912-914.

136) Kane (1993), supra note 4, p.337.

137) Winslow (2012), supra note 59,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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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국제입양이 증가한 시기에 입양중개 비용도 급속하게 증가

한다. 이에 따라 국제입양 중개에 대한 재정적 유인도 증가하였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다.138)

(4) 수령국과 송출국 간 아동보호에 대한 차별

아동의 국제입양이 시장원리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 서구 국가에서도 법제가 갖추어

지기 이전까지는 사적입양 관행이 존재하였다. 입양동의를 조건으로 재

정적 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역으로 그러한 관행이 존재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유럽의 수령국보다, 미국에서 사적입양의 관행은 더 강하다. 미국에서 

아동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

한 시장 경제적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 주장이 이미 국제

입양이 확대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에 대한 논의의 시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학자이자 판사인 Posner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발표한 “아동 공급부족에 대한 경제학”이라는 논문은 입양을 아동의 수

요와 공급으로 설명하고, 시장논리적 규제를 주장하는 자극적인 논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139) 이후 Posner와 같이 사회적 반향을 감당하면서,

아동입양에 대한 경제적 논리를 주장하는 이어가는 학자는 거의 없었다.

한편, 자녀가 없는 가정이 처한 극한의 ‘수요’는 입양뿐만 아니라, 시험

관 아기, 대리모 등의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 논의는 일각에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저변에서는 

Posner와 같은 맥락의 현실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법은 

달리 제시한다.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140)

138) Id., p. 337.

139) Landes, E. M. & Posner, R. A., "The Economics of the Baby Shortag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7 (1978), pp.323-348.



- 50 -

문제는 수령국들이 자국 아동에 대한 해법을 국제입양 아동에게 동일

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자국 아동의 국내입양에 대한 법제와 절차

와 외국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법제와 절차는 시작부터 이원화되었고,

그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국제입양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

적 보호에 있어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절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국제입양에 의한 아동권리침해

(1) 아동매매와 trafficking

국제입양으로 인한 아동권리 침해의 극단적인 현상은 아동 출신국에

서는 아동확보를 위한 trafficking과 아동매매 양상이 만연하게 되는 것

이다. 부실한 입양법제와 법집행 능력의 부재는 아동의 거짓 출생증명,

고아로의 신분 세탁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미에서는 임신한 젊은 여성을 

대규모로 수용하여, 입양을 위한 아동을 출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141)

2002~05년까지 전세계적으로 국제입양 아동의 규모가 최대치에 이르

렀던 기간에 전세계적으로 아동매매와 trafficking 사건이 극심하게 나타

났다. 이 시기에 최대 입양국 미국으로의 아동 송출 상위 4개국은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 한국이었다.142) 중국은 1979년부터 이른바 ‘한자녀 정

책’을 추진했고, 남아선호의 유교적 전통과 맞물려 여아유기가 급증하였

다. 중국은 이러한 여아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1992년부터 국제입양을 허

용하였다. 1995년 한해 2,500여명에서 2005년 14,500명 수준으로 급증하

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입양아동 공급국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trafficking이 배후에 있었다. 2005년 광동지방의 공무원과 고아원이 연계

140) Goodwin, (2010), supra note 5.

141) Supra note 8.

142) 미 국무부 홈페이지 ‘국제입양’ 부분의 ‘통계’ 참조. 2005년 기준 중국 7,906명, 

러시아 4,639명, 과테말라 3,783명, 한국 1,630명이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adoptionsabroad/en/about-us/statistics.html>

      2016.10.23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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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규모의 아동매매와 trafficking 사건이 적발되었다.143)

과테말라에서는 2005~07년까지 매년 4천~5천명 이상의 아동이 미국

으로 입양되었다. 이 숫자는 한해에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동 110명 당 

한명에 해당한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양국 언론에는 

친부모로부터의 아동 매매를 넘어서서 길거리에서 혹은 집에서 납치한 

아동을 거짓 입양동의를 통해 미국 입양을 중개해 온 변호사들과 이를 

공모한 공무원들의 부패와 범죄에 대한 고발기사가 연일 터져나왔다.

UN, UNICEF,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사실조사와 아동매매 특별보고관

의 현지실사가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아동입국시 입양동의자와 아동의 

DNA 테스트를 통해 동의자가 친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

였다. 결국 2007년에는 과테말라와 미국간 아동의 입양이 전면 중단되는 

극단적 처방을 내렸다.144)

(2) 부적격 입양부모 

가족외 입양 절차에 있어서 수령국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절차의 차이

중 핵심적 내용은 입양부모 자격심사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국내입

양은 아동의 보호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공적기관이 아동보호를 위해 친권과 아동의 양육에 대해 개입하는 절차

가 진행된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양육지원을 

통해 친가정 양육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친권자의 방임 

학대 정도가 직접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친권을 강제

로 종료하고 아동의 입양적격이 결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대전이후 선진국 입양법은 입양동의에 대한 규율을 대폭 강화하였기에,

단지 입양동의에 의해서만 입양적격이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입양의 절차 이전부터 정부의 관리 감독에 의해 일련의 법원절

143) Hoshmand, L. T., Gere, S. & Wong, Y., “International Adoption and the 

Case of China: Implications of Policy, Theory, and Research for 

Psychoeducation and Counseling”, Asian Journal of Counselling, vol.13 

(2006), pp.5-9; Brandeis Univ., supra note 7.

144) Supra not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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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이루어진다. 양부모의 자격심사는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기관이 담당한다. 양부모의 수요가 아니라, 아동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수령국의 국내입양 절차는 국제입양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

다. 국제입양은 공적 아동보호체계가 아니라 입양부모의 독자적인 신청

에 의해 사적 중개기관 혹은 중개인의 대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동

이 양부모와 연결되면, 해당 아동을 수령국에 이동시켜 입양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간 동안에 양육권과 후견권은 불완전한 상

황이다. 아동의 생명과 안전은 전적으로 입양부모에 달려있게 된다.

국제입양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양부모의 입양자격 심사가 국가의 공

적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자격심사와 

같은 수준일 수는 없다. 전문성과 공익성에 있어서의 차이도 크지만, 국

제입양 대행 기관들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양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이익보다는 양부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유

인이 크다. 양부모의 입양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

운 구조이다. 실제로 수령국의 국내입양 기준으로는 양부모 자격이 인정

되지 않는 가정에서 아동을 국제입양 하는 사례는 흔하게 발생하고, 이

는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로 이어지기 쉽다.

2013년 개정된 한국의 입양특례법에 의해 서울가정법원에서 홀트아동

복지회의 대리에 의해 양부모 자격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3세 아동 현수

의 미국 입양이 허가되었다. 미국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현수는 양부

의 폭력에 살해되었다.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면, 현수의 양부는 극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미국의 국내 입양이었더라면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입양불가 판정이 내려져야 했다.145) 국제입양의 

경우 양부모 자격심사에 대한 양국 입양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

145) O’Callaghan court case record 참조. Case Number : 124572CJrd:0001, CP ID 

: 2955356, Montgomery County Sheriff’s Office Record Service; Forzato, J., 

“Md. Dad Who Killed Adopted Son Sentenced to 12 Years in Prison”, 

Washington’s Top News (19. Jul. 2016).     

<https://wtop.com/montgomery-county/2016/07/md-dad-admitted-killing-ad

opted-son-suffered-ptsd-colleagues-say/>, 2017.1.17.,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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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 입양사후 관리의 부실

수령국 국내에서 일어나는 가족외 입양은 아동보호기관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받는다. 그 결과에 따라 입양이 최종 결정된

다. 선진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는 입양 뿐 아니라, 대안 양육 가정에 대

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아동과 양부모의 애착형성, 적절한 양육방식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다. 이는 감시가 아니라, 아동보호와 양육지원 차원에

서 공적기관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반면,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사적기관과 입양부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수령국의 공적 

아동보호체계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

과적으로 국제입양 아동은 수령국에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다.

극단적인 경우는 양부모에 의해 수령국에서 입양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가족관계 조차 성립되지 않고, 그 결과 국적취득이 불가능하여 성

장후 범죄에 연관된 경우 출신국으로 추방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

국제입양과 국적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4) 인종간 입양 아동의 발달과 정체성의 문제

인종간 입양의 문제는 “입양아 증후군” (Adopted Child Syndrome)

이라는 소아정신과적 증상의 발견에서 시작된다. 인종간 입양이 아동의 

발달과정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

목하게 된 것이다.146)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국제입양을 통한 인종

간 입양 아동의 정서발달, 양육방법, 소아정신과적 치료 등에 대한 연구

146) Koh, F. M., Oriental Children in American Home, (Eastwest Press, 1988); 

Brodzinsky, D. & Brodzinsky, A. B., Children's Adjustment to adoption: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Sage Publication, 1988); Alstein (1991), 

supra note 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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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작되었다. 한국 아동을 일부러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절

대 다수였기에 한국 아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제입양 아동

은 양부모와의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돈과 이로 인한 정서발달에 영향이 매우 어린 나이부터 발생하는 경우

가 많았다.147)

스웨덴에서는 1970-79년 사이 자국에서 출생한 아동과 11,320명의 국

제입양 아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제입양 아동이 자살, 정신질환으로 입

원, 술과 마약에 의한 범죄에 연루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도 했다. 이 경우, 스웨덴의 국제입양 아동의 8,700명이 아시아로부터의 

입양 아동이고, 대부분이 한국 아동이었다.148) 2009년 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의 한국입양인 대상 입양후 성장발달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체성’ 혼란의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벗어날 수 없는 본질적인 

욕구이며, 이는 단순한 문화체험과 같은 행사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

하고 이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뿌리를 알 권리’를 위한 지원

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149)

제 4 절 고아 입양 법제의 형성

195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50만명에서 100만명 규모로 추산되는 국

제입양 아동의 대부분은 미혼모의 아동이었다. 이들은 ‘고아’를 구호한다

는 명목으로 입양되었으나, 부모가 사망한 진정한 의미의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포기한 아동이다. 이 아동들이 태어난 국가에서는 이들의 국제입

양에 대해서 어떠한 공적규제도 개입도 없었다.150) 혼외출생 아동은 어

느 시기 어느 나라에나 있었으나, 이들이 집단적으로 입양을 위해 국경

147) Evan B. Donaldson Adoption Institute, Beyond Cultural Camp: Promoting 
Healthy Identity Formation in Adoption (2009), pp.14-20.

148) Hjern, A., Lindald, F., & Vinnerljung, “Suicide, Psychiatric Illness and 

Social Maladjustment in Intercountry Adoptees in Sweden: A Cohort 

Study”, Lancet 360 (9331), (2002), pp.443-448.

149) Evan B. Donaldson Adoption Institute (2009), supra note 145.

150) Alstein (1991), supra note 5, p.5-6.



- 55 -

은 넘는 현상은 20세기 중반이후 한정된 국가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국제입양 아동에 대한 수령국의 수요, 아동보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송출국의 공급, 이를 중개하는 전문적 사적 중개기관의 

등장이 있다. 이러한 시장원리의 작동을 지원하는 법제의 전형은 한국 

전쟁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미 간 입양관련 법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입양 중개기관의 등장

가. 국제입양법제의 공백

(1) 수령국 현황

1950년대까지도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법제는 미국에서도 생소한 것이

었다. 1851년 미국 매사츄세츠주에서 최초의 근대적 입양법이 성립되었

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국제입양

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고, 각 주정부 차원에서는 국제입양에 대한 

법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151) 영미법계에서는 후손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양제도의 전통이 없었으며, 당시까지도 갈 곳 없는 고

아에 대한 해결책은 도제로 키우거나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152) 국제입양 아동의 증가는 미국내에서도 입양법제의 변화의 필요

성으로 이어졌다.

(2) 송출국 현황

한국의 민법은 종법제에 의한 가(家)의 계승을 위한 ‘양자제도’가 가

족법 전통으로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었다. 한국 전쟁 직후는 민법이 제

151) Carlson, R., “Transnational Adoption of Children”, Tulsa Law Review, vol.23 

(1988), p.323.

152) Id.,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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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기 전이며, 일본 식민통치기간 동안의 조선민사령이 조선 관습법 전

통으로 회귀하는 시기였다.153) 서민층에서 수양자 혹은 시양자와 같은 

혈연 관계 외에도 아동을 입양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법률상 인정

되지 않았고, 친자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았다.154) 결론적으로 당시의 한국

의 입양법제 하에서는 근대적 의미에서 아동보호를 위해 가족외 입양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아동을 외국인이 입양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나. 해리 홀트와 한국 혼혈고아의 미국입양

송출국과 수령국 법제의 공백상태에서 한국 전쟁중 아동의 국제입양

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 사람은 Holt라고 하는 미 오레곤 주의 평

범한 농부였다. 종교적 믿음과 전쟁과 가난으로부터 고아를 구하겠다는 

자선적 동기가 법적인 공백을 대치하면서 매우 강력한 동력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의 아동의 국제입양을 추진해 갔다.155) 당시까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 냈다. 해

리 홀트라는 개인의 활동은 이후 60여년간 전세계 수십만명의 국제입양 

아동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고아입양법제의 틀을 마련하는 결

과를 낳았다.156)

전후 한국에는 미국과 유럽의 자선단체, 종교단체, 개인 자선사업가들

이 밀려들어왔다. 이들과 함께 서구에서 대규모의 아동을 수용하는 고아

원 방식이 함께 들어왔다.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민간기관들로 부터 들어

오는 원조물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1952년 10월 전쟁 중 외국으로

부터의 원조물자나 국가지원을 받는 후생시설의 통제와 감독을 위해 보

건사회부의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요령’ 준칙을 발표했다. 이 준칙 중 

제4장에 ‘후생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원하는 사람

153) 변용찬 등 (1999), supra note 116, p.45. 

154) 김주수 (1960), supra note 33, pp.335-354.

155) Holt, B., Bring My Son from Afar, (Holt International Children’s Service, 

1986); 홀트아동복지회, 『홀트50년사』 (2005) 참조. 

156) Winslow (2012), supra note 59.



- 57 -

에게 위탁하여 양육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었고, 당시 입양관련 법

제의 미비 속에서 이 조항이 아동의 입양에 대한 최초의 근거가 되었

다.157)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전쟁 중 출생한 한국에 주둔한 

외국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의 국외입양 추진을 위해 

보건사회부 내에 ‘한국아동양호회’라는 기관을 만들었다.158) 정부는 혼혈

아동에 대해서는 미국등 기타 우방국에 입양하는 것이 이들의 ‘행복한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한국아동양

호회 외에도 홀트씨양자회, 성육원, 천주교구제위원회, 국제사회봉사회 

등을 해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허가하고, 이를 통해 외국으

로 입양하는 아동들의 현황을 관리해왔다.159)

입양기관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법과 절차도 없고, 경험도 없이 아동

157) 정기원・김민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p.155; 보

건복지부, 『2002 아동복지사업안내』 (2002) p.32; 홀트아동복지회 (2005), supra
note 153, p.123.

158) 대한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50년사』 (2004) p.39. 한국아동양호회의 후신인 대

한사회복지회의 50년사에 따르면, 설립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일국일민주의’ 즉 한나

라에는 한 민족만이 살아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혼혈아동의 

문제를 국외입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관

미국이민법에의한 

1957년 1월말까지 

출국자수

임시특별법에 의하여 

1957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이민법에 

의한 2월이후 

출국자수

수속

중

한국아동양호회 361 7 - 180

홀트씨양자회 480 - 280 110

성육원 103 - - 20

천주교구제위원회 70 - - 162

국제사회봉사회 - - - 12

계 1014 7 280 464

159) 보건사회부, 『건국10주년 보건사회행정개관』 (1958) p.317. (중앙입양원 보관본 참조)

    “외국군의 주둔으로 파생된 혼혈아에 대하여는 미국기타우방제국(美國其他友邦諸國)으

로 입양함으로써 그들이 행복한 장래를 갖일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으며 이들을 양연시

키기 위하여 한국아동양호회외사기관 (韓國兒童養護會外四機關)이 설치되고 있으며 四

二九0年五月 전국적으로 조사한 혼혈아의 수는(입양조치된 자는 제외) 국적별로 보아 

미국계 898명, 영국계 5명, 土耳其계 34명, 중국계 71명, 기타 33명으로 도합 1,041

명이며 피부색으로 보아 백색 624명, 흑색 303명, 황색 114명이다. 남아는 525명이고 

여아는 516명으로 연령별로 보면 5세까지 857명, 6세-9세 153명, 10세이상 31명이 

있다. 1957년말까지 양자로 출국된 숫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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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입양을 바로 수행해 낼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미국국제사회봉사

회(International Social Service of USA)로부터 실무적인 지원을 받았으

나, 1956년부터는 미국인 해리홀트가 설립한 ‘홀트양자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 내에서 입양대상 아동의 모집과 보호는 한국아동양호

회, 미국 내에서 양부모의 모집과 아동인도 절차는 홀트양자회로 역할분

담이 이루어졌다.160)

해리홀트는 1955년 10월 14일 최초로 자신이 직접 입양한 아동 8명을 

포함한 15명을 데리고 미국 포틀랜드 공항에 내린 이후, 미국내 여론의 

지지와 정치권의 지원을 통해 1964년 사망할 때까지 한국과 미국간 국제

입양제도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았다.161) 홀트는 한국에서 대규모의 고

아원과 영아원을 운영하고, 1956년 12월부터는 입양아동을 수송하기 위

해 3~4개월마다 한번씩 전세기로 국제입양 아동을 이주시켰다. 1950년대 

당시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은 전적으로 미국의 난민법의 고아규정과 쿼

터의 배정에 달려있었다.162)

홀트를 비롯한 국제구호기관들이 한국 전쟁 고아를 긴급구호를 위해 

미국으로 입양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난민법 상 'displaced orphan'

규정이 한국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졌기 때

문이었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 난민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4,532명은 주로 유럽 아동들이었다.163) 미국 이민법 상의 ‘고아’ 규정은 

160) 대한사회복지회 (2004), supar note 158, p.42, ISS USA의 감독으로부터 홀트양자

회로 한국아동의 국제입양의 지원 업무가 넘어갔다는 것은 후술하는 미국내에서 한국 

아동의 국제입양이 미국내 정규 아동복지 체계에서 분리되고 이원화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내에서 한국 아동의 입양후 사후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의

미이다.

161) 홀트아동복지회 (2005), supra note 155, p.36. 해리홀트는 이미 이 첫입양부터 한 

가정에 2명의 입양만 허용하고 있던 당시 이민법을 자신에게는 예외적으로 8명까지 

입양할 수 있도록 특별입법을 위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냈다고 한다. 해

리홀트의 한국아동입양은 당시 공화당 뉴버거 상원의원 등 정치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162) Id.
163) Weil (1984), supra note 60, pp.280-281, U.S. INS의 비자발급 숫자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라별로 보면, 대부분이 유럽국가들로, 오스트리아 244명, 체코슬로바키아 

34명, 핀란드 4명, 프랑스 4명, 독일 1,157명, 그리스 1,300명, 헝가리 43명, 이태리 

568명, 라트비아 202명, 폴란드 214명, 포르투갈 4명, 소련 50명, 유고슬라비아 236

명, 기타 150명,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 4명, 일본 287명, 필리핀 15명 등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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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유색인종 아동의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한시적인 쿼터 배정이 아닌, 이민법상의 이민 

자격의 하나로 미국 시민권자에 의해 입양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고아의 지위를 규정하는 입법조치로 이어졌다.

2. 수령국의 ‘수요’를 위한 법제

한국전쟁 직후 전쟁 고아의 출국과 입국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의 

임시 조치로 이루어졌다. 1961년 미국의 이민법과 한국의 입양법은 양국

간 고아입양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입법을 완료하였다.

가. 수령국 이민법

(1) 고아규정

1948년 『Displaced Persons Act』164)에서 displaced orphan의 정의

규정인 제2조의 (e) 조항은 미국 이민법상 최초의 ‘고아조항’이었다.165)

displaced orphan의 정의는 16세미만, 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부모가 모두의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로 한정하였다.166) 입양가능한 

아동의 나이·국적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한시적 유럽난민 구제를 위한 것으로 전후 피해

본의 경우는 주로 미군의 혼혈아동이라고 보고된다.

164) Displaced Persons Act, Pub. L. No. 774, 62 Stat. 1009 (1948).

165) Carlson (1988), supra note 151, p.325.

166) Supra note 164, (e) “Eligible displaced orphan” means a displaced person 

(1) who is under the age of sixteen years, and (...) (3) who is an orphan 

because of the death or disappearance of both parents, and (4) who, on or 

before of the effective date of this Act, was in Italy or in the American 

sector, the British sector, or the French sector of either Berlin or Vienna 

or the American zone, the British zone or the French zone of either 

Germany or Austria, and (5) for whom satisfactory assurance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Commission have been given that 

such person, if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will be cared for properly; 

Winslow (2012), supra note 57, p.323.



- 60 -

가 큰 국가로 한정하였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국제입양에 합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이 1950년 개정되어 한국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

록 국적의 제한을 없애고, '난민 고아'의 정의를 확대하였다. 양부모를 

다 잃은 고아뿐만 아니라, ‘기아가 된 아동, 한부모만이 남은 아동으로 

그 부모가 아동을 돌보지 못하고, 아동의 출국, 입양에 동의하거나 다른 

후견인에게 친권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1961년 연방 이민법에 미국 시민이 입양을 위해 입국시킬 수 

있는 아동의 자격으로서 '고아'의 자격을 명시한 조항을 입법한다. 당시

까지 한시적으로 난민법 등에 고아비자를 제한된 숫자인 쿼터를 배정하

여 입국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미국 이민 자격으로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고아’ 규정이 제정되었다.167)

이 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입양을 위해 미국으로 입국시킬 수 

있는 14세 미만의 외국 아동은 고아에 한하고, 이 경우, '고아'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any alien child under the age of fourteen at the time at which the

visa petition is filed pursuant to section 205(b) who is an orphan

because of the death or disappearance of both parents, or because of

abandonment, or desertation by, or separation or loss from, both

parents, or who has only one parent due to the death or

disappearance of, abandonment, or desertation by, or separation or

loss from the other parent, and the remaining parent is incapable of

providing care for such orphan and has in writing irrevocably

released him for emigration an adoption’

즉,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부모로부터 유기·분리

167) 1961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ct of Sept. 26. 1961, Public Law No. 

87-301, §§ 1-4, 75 Stat. 650, 650-51 (1961) 동 조항은 1986년 개정되어 현행법

은 8 U.S.C. §§ 1101, 1153, 1155 (1982 & Supp. 1986). 

     <https://www.gpo.gov/fdsys/pkg/STATUTE-75/pdf/STATUTE-75-Pg650.pdf>,  

2016.10.2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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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한쪽 부모의 사망·실종·유기·분리를 이유로 한 부모만 있고, 그 

한 부모가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어 이민과 입양을 위해 내놓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948『난민법』부터 고아의 의미가 점점 확대되

어 왔고, 최종적으로 이 고아조항이 현재까지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법인『Intercountry

Adoption Act』가 2008년 발효됨에 따라 미국으로의 국제입양은 IAA에 

의한 헤이그절차와 이민법상 고아조항인 I-600 비자절차에 의한 非헤이

그 절차로 이원화하여 진행되고 있다.168)

영구적 이민자격으로 고아조항 입법이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는 송출

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아동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

다. 홀트 부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아동을 입양시

키는데 가장 큰 관건은 미국 입국 허가였다. 제한된 비자 쿼터를 한국아

동에게 배정하도록 미국 정치권에 호소하였다. 난민법 규정의 엄격한 요

건을 충족하는 것도 주요 난관이었다. 엄격한 난민고아 기준에 대한 증

빙서류에 대해서 홀트와 주한 미 대사관 간에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쿼터배정과 아동에 대한 비자발급이 주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었다.169)

1961년의 이민법의 고아규정으로 인해 상황은 변하였다. 쿼터 제한 

없이, 완화된 요건을 충족한 아동은 미국 양부모의 신청으로 미국에 입

국할 수 있게 되었다. 송출국인 한국은 미국으로의 국제입양을 자국 아

동의 복지를 위해 항구적인 정책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아동송

출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

한 대형 입양기관이 존재하고, 국가로부터 독점적인 허가를 받았다는 사

실은 안정적인 송출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조건이었다.

(2) 인종간 입양의 허용

168) 미 국무부 홈페이지 영사국 ‘국제입양’ 부문 ‘입양절차 (adoption process)’ 참조

    <https://travel.state.gov/content/adoptionsabroad/en/adoption-process.html>

    2016.10.24. 최종방문.

169) Holt (1986), supra note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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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부터 미국 이민법은 쿼터제도에 기반하고 있었다. 미국 이민

을 특정 국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와 비율로 유지하고자 각국별로 

이민쿼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였다.170) 다분히 인종적이고 유럽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1924년 

『Johnson-Reed Act』는 아시아계 이민을 배제하고 유럽국가에 쿼터를 

배정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중에 미국은 다양성의 나라로서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52년에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가족 입국을 허가하는『McCarran-Walten Act』의 입

법이 이루어진다. 1948년부터는 유럽의 패전국의 연합국 점령지역에서 

다수의 난민이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 난민 비자 

쿼터가 시행되었다.171)

1953년『난민법』172) 개정에서는 고아의 출신국가에 대한 제한을 풀

었다. 미국 이민제도의 기본이었던 국가별 쿼터제를 입양 대상인 난민 

고아에 대해서는 제한을 없앴다. 한국 아동에게 미국 입양 길이 처음 열

렸고, 유색인종 아동의 미국으로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조치였다.

이 조치는 1961 INA의 고아규정 입법으로 마무리 된다. 한국전쟁으

로 촉발된 인종간 입양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 논쟁을 일으켰다. 이 논

쟁은 제3세계 아동의 국제입양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는 미국내 아동복지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

하고, 미국내 입양가정의 아동에 대한 수요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정치적

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대리입양 허용 

1953 난민법 개정 내용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이 가능했던 고아비자 신

청을 할 수 있는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제한을 푸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

다.173) 이는 ‘proxy adoption’, 즉 대리입양을 허가하는 조치였다. 대리입

170) Carlson (1988), supra note 151, p.324.

171) Winslow (2012), supra note 59, p.322.

172) Refugee Relief Act of 1953, Public Law No. 203, 67 Stat. 40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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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란, 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도 해당국가에서 대리인을 통해 

아동 출신국에서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당시 미국내 입양

절차를 포함해서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유래가 없는 생소한 절차였

다.174)

세계제2차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간의 아동의 국제입양에서도 미군이

나 군무원들에 의해 아동 출신국 현지에서 입양을 완료하고, 아동을 미

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한 절차를 거쳤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비 입양부

모가 아동을 보지도 않고, 아동의 입장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입양부모에

게 입양이 되는 현상은 전례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홀트를 비

롯한 국제입양 중개기관에게는 대규모로 짧은 기간내에 수천마일 떨어진 

미국으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대리입양’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 홀트의 

주장은 미국에서 적법한 입양을 위해 돈과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사람들

은 한국까지 와서 아동을 입양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니,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을 위해서는 자신이 한국에서 미국인들의 한국 아동입양을 대

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175)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대리입양 절차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미국내에

서는 홀트 프로그램은 미국 주정부의 아동복지기관과 사회복지 전문가들

과 극심한 대립과 논쟁이 일어났다. 홀트프로그램은 대리입양은 한국전

쟁고아의 긴급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주정

부 아동보호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은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고, 미국내 아동입양법제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논쟁

에 예비입양부모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홀트를 지지하며 가세하였다. 아

동복지 차원의 논란뿐 아니라, 아시아 전쟁고아들을 긴급구호 차원에서 

173) Carlson (1988), supra note 151, pp.328-329; 홀트아동복지회 (2005), supra 
note 155, p.123.

174) Winslow (2012), supra note 59, p.330.

175) Id.; Holt (1986), supra note 155; Choy, C., "Institutionalizing International 

Adoption: The Historical Origins of Korean Adoption in the United States", 

in Bergquist, K., Vonk, E., Kim, D. & Fei, M., (ed.)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The Howorth Press, 

2007),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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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한국이 적

성국이 될 위험은 없는지, 심지어 전염병의 위험은 없는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주된 반대 의견은 미국내 주정부의 아

동보호기관에서는 홀트가 개인 사업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데

리고 들어와서, 양부모 자격이 의심스러운 가정에 마구잡이로 입양시키

는 행태에 대한 것이었다.176)

이러한 proxy adoption 제도에 대한 논란 속에서 미국은 1961년 

INA에 고아규정은 제정하면서 대리입양 허용규정은 삭제하였다. 그러나 

대리입양의 관행은 지속될 수 있었다. 송출국, 즉 한국의 입양법에 입양

기관이 양부모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177) 대리입양 

관행은 미국의 법제에서의 허용여부와 상관없이, 70년대 이후 아동의 국

제입양에 있어서 송출국과 수령국의 아동의 국제입양관련 법제에 제도화

되었다. 입양부모가 송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출국 내에서 필요한 절

차를 완료하고, 미국 공항에서 아동을 인도받아 미국 법원에서 입양을 

완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관행은 이후 60여년간 전세

계적으로 아동의 국제입양을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178)

대리입양 규정은 아동의 국제입양이 미국내 정규 사회복지 체계의 감시

와 승인을 우회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만들어 내는 효과

를 내었다. 홀트 프로그램의 양부모 선정과 연방정부의 입국승인만으로 

아동의 입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이 입양 아동의 인권에 여러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양부모의 입양자격에 대한 심사의 문제이다. 송

176) Carlson (1988), supra note 151; Winslow (2012), supra note 59; Choy, supra 
note 175.

177) Id., Winslow (2012); 『고아입양특별법』 (법률 제731호, 1961.9.30., 제정, 시행) 제6

조 (외국인의 대리) 외국인은 각령에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절차의 일부를 대

리하게 할 수 있다.

178) 2013년 아동입양에 대한 전면 법원허가제가 도입, 시행되는 계기에, 아동의 국제입양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입양심리 과정에서 외국의 예비양부모들을 법정

에 나오도록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였다. 결국 판사가 아동의 입양이라는 절차를 

심리하면서 아동의 부모를 보지도 않고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들어 예비

양부모 심리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한국에 기관중심의 국제입양 관행

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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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에서는 아동의 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전적

으로 수령국의 입양중개기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담

당하는 입양중개기관들은 수령국에서는 공적인 아동복지와 사회복지체계

에 속하지 않는 사적 기관들이었다. 이 기관들은 수령국 국내의 아동복

지와 입양에 부합한 기준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부모

의 국제입양을 중개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부모로부

터 수수료를 받는 재정적 수입구조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

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제입양 중개기관과 그 종사

자들은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하고 입양절차에서 아동

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공적 책임을 지도록 할 수는 없다.

나. 수령국 입양법

(1) 입양적격에 대한 연방과 주의 관할 충돌

연방제인 미국은 연방과 주의 관할이 분리되어 각자의 관할에 속한 

결정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도 무효화할 수도 없다.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관할이며, 아동의 입양을 포함한 가족법은 전적으로 주법원의 관할이

다.179) 국제입양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입국은 연방정부인 국무부 (현재

는 국토안보부 공동)의 관할이며, 입양적격 결정을 포함한 입양재판은 

주법원의 관할이다.

미국의 주법원은 아동의 복리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관할권 안에 머무르는 아동에 대해서 ‘parens patirae 관

179) In re Burrus, 136 U.S. 586 (1890).

   “(...) the whole subject of the domestic relations of husband and wife, parent 

and child, belongs to the laws of the states and not to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to the right to the control and possession of this child(...) it is one 

in regard to which neither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nor any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has any special jurisdiction. Under the doctrine of parens 
patriae, the state must care for those who are unable to care for themselves, 

such as minor children who lack proper care and custody from their 

parents.” Carlson (1988), supra note 151, p.319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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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권’을 동등하게 적용하여 미국기준에 의한 보호 혜택을 부여한다는 원

칙을 가지고 있다.180) 『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는 주법원은 

아동의 입양결정에 있어서는 자신의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당하다고 본다.181) 아동의 입양적격에 대해서 각 주별로 다양한 규정

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원칙이 있는데, 이는 아동의 친권이 

부모의 사망, 친권 포기 혹은 사법적 친권박탈 등의 절차를 통해 해소되

지 않는 한 아동은 입양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182)

앞서 설명한 1961 INA의 ‘고아’규정의 요건과 각 주의 입양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입양적격’의 요건과 절차 간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입국 

절차가 주법원의 입양재판에 선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민법상의 

영구적 이민자격으로 ‘고아’규정은 신설한 것은 사실상 국제입양 아동의 

입양적격을 주법원의 판단 없이 일차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효과가 있었

다. 이는 주법원에서의 국제입양 아동의 입양재판이 진행되면서 지속적

인 충돌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연방정부가 주법원의 관할을 침해했

다는 논란이 일었다.183)

국제입양 아동에 대한 입양재판에 있어서, 주법원은 아동의 입양적격

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것인가, 미 연방정부 이민국의 판단이나, 아

동 출신국의 정부 혹은 입양기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

한 선택을 해야 했다.

180) Rzeszotarski v. Rzeszotarski, 296 A. 2d 431 (DC Ct. App. 1972). Kim, C. & 

Carroll, T., "Intercountry Adoption of South Korean Orphans: A Lawyer's 

Guide", Journal of Family Law, vol.14 (1975), p. 239 에서 재인용. 아동은 미국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due process)의 적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인 In re Gualt, 387 U.S. 1 (1967) 에서 선언된 바 있다.

181) 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 § 289 (1971). 

     a court should apply its own law in determining whether to grant an 

adoption.

182) Lee v. Superior Court, 25 Ariz. App. 55, 540 P.2d 1274 (1975)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s the most fundamental of human 

relationships. Once formed, whether by birth or by operation of law, it is 

not lightly severed. Futhermore, the law will recognize only one family for 

a child, and therefore the birth parents status as the legal parents of the 

child must terminate before new parents may adopt the child." Carlson 

(1988), supra note 151, p.348에서 재인용.

183) Id., 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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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뉴욕가정법원의 In re Adoption of Pyung B. (한국아동) 사건

에서는 “미 이민법 조항은 오로지 비자 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외국 아동과 그 입양부모의 복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은 입양에 대한 감시를 미 연방정부 이민국에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입양은 전적으로 주법원의 책임이고, 입국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다. 이 두 절차는 서로 뒤섞여서는 안된다”고 선언하

였다.184)

1985년 조지아 주의 법무부는 아동의 입양적격 판단 주체에 대한 질

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다. “주법원에서는 친권의 종료에 대해서는 

조지아 주의 법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외국 아동을 미국에 이동시켜 입양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매매

나 trafficking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였다.185)

1984 뉴욕 법원의 In re Jose L 케이스에서도 아동 출신국에서 아동

을 입양을 위해 대가가 오고간 trafficking 정황을 의심하면서 아동의 입

양결정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급증한 아시아,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국제입양 대상 

아동의 입양적격에 대해, 각 주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는 이후 제3

세계로부터 미국으로의 입양 추세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입국 자격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수령국에서 입양적격이 부정될 우려가 크다면, 연

방정부에서도 입양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입국을 계속해서 허가하는 조

치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186)

184) In re Adoption of Pyung B., 83 Misc. 2d 794, 371 N.Y.S. 2d 993 

(N.Y.Fam.Ct. 1975), Carlson (1988), supra note 151, p.369 에서 재인용.

185) 85 Op. Att'y Gen. No. U 85-34 (Aug. 27. 1985) at 2-3, Carlson (1988), supra
note 151, p. 370에서 재인용.

186) 이 시기에 아동의 입양을 위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I-600)는,

     a) 적어도 한명 이상의 입양부모의 미국 시민권 증명

     b) 입양부모의 신원증명

     c) 입양부모의 지문 챠트

     d) 입양부모의 출생증명서

     e) 결혼증명서

     f) 모든 이전 결혼의 해소 진술서

     g) 입양전 요건에 관한 진술서

     h) 미국에서 입양하겠다는 의사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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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아동의 입양적격 문제

미국 가족법상 입양절차의 시작은 아동의 입양적격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한다. 아동의 입양적격이란 아동이 법적으로 입양대상이 된다는 의

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들이 유럽현지에서 입양재판을 완료하

고 미국으로 입국한 아동에 대해서도 양부모 거주지 주법원에서 재입양

을 위한 법원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때부터 유럽 현지법의 친권포기 혹

은 입양동의 요건과 절차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187)

한국 아동의 입양재판에 있어서는 입양적격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유럽 아동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한국 아동들

은 미국입양을 위해 입양적격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없이 소

위 '고아호적’ 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 단독으로 새로이 출생등록된 서류이다. 해당 아

동에 대해 입양기관의 장이 일괄적으로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아동의 입

양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각 주법원에 양부모들에 의해 제출된 입양신청 

서류는 친부모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이 아동 단독의 고아호적과 입양기

관장의 입양동의서였던 것이다.188)

유럽 아동의 경우에는 외국 법원재판을 승인하느냐, 외국법의 관련 

규정을 준거법으로 인정하느냐 등이 문제였으나, 한국 아동의 경우는 송

출국 공적기관에 의해 아무런 입양적격의 결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

     i) 아동의 출생증명서

     j) 양육 서약서

     k)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여 내놓는다는 진술서

     l) 입양계약서 

     m) 입양판결문 (있는 경우).

     Kim(1975), supra note 180, p.233에서 재인용.

187) Carlson (1988), supra note 151, p.335-339. 미국의 자발적 친권포기(voluntary 

relinquishment)를 허용하는 주에서도 이는 무제한 허용이 아니라, 매우 엄격한 절

차적 요건이 적용된다. 서면형식, 증인, 법정에서 실시, 혼외친생부의 동의 등이 필요

하다. 

188) Kim (1975), supra note 180, pp.226-230; 홀트아동복지회(2005), supra note 

155; 대한사회복지회 (2004), supra note 158; In re Adoption of McElroy, 522 

S.W. 2d 345. Tenn. Ct. App., (Feb. 7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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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에 주둔한 미 대사관의 이민비자 담당 공무원

이 아동에게 고아 비자를 발급했다는 것 외에는 입양적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송출국의 사전 절차나 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60년대 

초 한국 아동의 대규모 입양신청이 주법원에 접수되자, 혼란이 일어났다.

일부 주에서는 아동의 입양의 불허와 한국 아동의 입양신청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189)

(3) 국제입양 재판에 입양적격 기준 완화

미 주법원이 자신의 입양적격 결정 관할권에 대한 초기의 강경한 입

장을 계속 고수하지는 못했다. 모든 주가 같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지

만, 국제입양 재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주가 나타났다. 이미 

친생부모와 떨어져서, 입양을 위해 수천마일 떨어진 나라에 홀로 도착한 

아동이 입양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입양적격의 미비를 이

유로 입양을 불허하는 결정은 어떠한 판사라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동의 입양적격에 대한 사안은 기정사실 (fait accompli)로 인정하는 취

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미국의 각 주에서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고안해 내었는지에 대해서 Carlson은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아동 출신국에 주둔해 있는 미국의 연방공무원이 I-600 절차에 

의해서 입양을 위한 비자를 발급했다면, 이는 현지에서의 친권포기나 친

189) Id., Kim (1975), pp.223-253, 한국 아동의 국제입양의 문제는 이미 미국의 주류 사

회복지, 즉 각 주의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주정부의 부서와 주법원 간의 대리입양 등, 

아동의 복리에 관해 많은 충돌이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각 주법원은 한국 아동의 

국제입양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를 떠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

은,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아입양특례법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의 김진 교수가 미국 이주후 10여년

이 흐른 후에 미국에서는 한국아동의 미국내 입양의 성립을 위해 가장 급진적으로 

입양기관의 관행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김진 교수가 주장

하고 있는 한국 아동의 입양적격은 Act of State Doctrine에 의해 미국 법정에서 

다시 판단(review)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론은 Carlson(1988) 논문에서나 In Re 

Adoption of McElroy 재판에 개입한 홀트에 의해 법원에 직접 제출되기까지 하였

으나,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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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료가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연방정부의 판단을 주법원에서 그대

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각 주의 입양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경우는 친권

포기나 친권의 종료의 유효 여부를 그 결정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에 따

르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아동의 출신국의 친권과 후견권에 대한 법제나 그 나라에서 아

동의 입양적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복잡한 사실관계 등은 법원이 고려

하고 판단할 사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아동의 입양재판 시점에 

주법원에서 아동의 후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가 서면

으로 아동의 입양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면, 그 후견인의 입양동의에 기

반하여 주법원에서 아동의 입양적격을 인정하는 것이다.190)

이 중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아동에게 적용된 입양절차였다. 한국 입양중개기관의 관행과 

일정부분 상호작용된 것이라고 본다.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권을 

가지고 이들이 아동의 입양동의를 하는 것이 미국 법원에서 아동의 입양

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미국의 각 주는 이러한 방법들로 출신

국에서의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의 흠결을 대체하고, 스스로 그것을 판단

해야 하는 부담을 피했다.

(4) 공적 아동보호체계로부터 분리

이러한 일련의 결과로 미국 내에서 자국 아동의 국내입양 절차와 외

국 아동의 국제입양 절차에 있어서 이중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문제

는 이러한 이원화된 절차가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국제입양 아동에 대해

서는 자국내 아동보호 체계와 분리되어 사적 입양기관이 주도하는 절차

다 허용되면서,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 수준은 국내입양에 비해서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국제입양에서 사적인 입양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미국내에서 

190) Carlson (1988), supra note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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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의 격차는 벌어지게 되었다. 미국내 

입양대상 아동에게 적용되는 공적인 체계를 통한 보호절차는 외국에서 

입양을 위해 미국으로 옮겨온 아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했다. 국제입

양 아동에 대해서는 양부모 자격심사나 입양후 사후관리 등과 같은 공적 

아동보호체계가 작동할 수 없었다. 한 사회 내에서 이러한 격차와 모순

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아

동입양관련 법제의 공적개입이 약화되고 사적인 영역의 영향력이 강해지

는 경향으로 변화(privatization) 하는 결과를 낳았고, 미국의 자국 아동

보호체계에도 영향을 주었다.191)

3. 송출국의 ‘공급’에 대한 법제

가. ‘고아입양’을 위한 특례법

1961년 미국 INA의 orphan 조항의 제정에 맞추어, 같은 해 한국에서

는 외국인에 의한 고아입양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다.192) 이 법은 수령국 이민법의 ‘고아’조항에 적절하게 대응하

는 송출국 국내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조치였다.193)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당시 친족상속법 상 호주의 직계비속 남자는 본

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경우 외에는 양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을 외국인이 입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함이었다. 외국

191) Singer, J. B., "The Privatization of Family Law", Wisconsin Law Review 
(1992), pp.1443-1567; Dannin, E., "Red Tape or Accountability: Privatization, 

Publicization, and Public Values", Cornell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15 (2005), pp.111-163.

192) 『고아입양특례법』 (법률 제731호, 1961.9.30., 제정, 시행).

     이 법과 미국의 ‘고아’조항과의 연관성은 그 법명만으로 봐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법제에 있어서 ‘고아’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은 고아입양특례법과 보호시설에있

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 유일하며, 이 ‘고아’라는 단어는 1977년 이후 이 법의 

폐지로 한국 법제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193) Kim (1975), supra note 180, 김 진 교수는 한국의 고아입양특례법이 홀트를 중심

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제정된 법이라는 점을 들어 이 법에 의한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을 미국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지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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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우리 국민을 양자로 하는 경우 양친의 자격요건, 아동의 보호 조치,

입양 절차 등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194) 이 법으로 한국의 

전쟁고아와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의 해외입양에는 민법

의 적용을 배제하였다.195)

아동에 대한 입양법제 자체가 공백상태였다고 할 수 있었던 1961년 

당시, 민법은 전통적 의미의 가의 계승 목적에 충실한 양자제도를 고수

해 왔다. 시급한 문제였던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입양에 대해서는 외국인

에 의한 입양만을 대상으로 간편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

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 단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한국의 아동입

양법제의 중요한 틀을 만들고, 현재 한국의 아동입양제도에까지 근본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고아’ 결정 절차

① 고아에 대한 입양부적격 규정 배제

이 법에서는 외국인이 양자로 할 수 있는 고아의 정의에서 수령국 법

원의 입양절차를 염두에 두고 한국법상 입양부적격 사유를 배제하고 있

다.196) 한국 고아들을 외국인이 양자로 하는 경우 입양요건에 관한 유일

한 부적격 사유는 민법상 장남부양(長男不養)197) 규정이었다. 이 규정을 

배제하여 아동의 입양적격에 걸림돌을 해소하고 불우한 고아들이 수월하

게 외국인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198) 이 규정은 아

194) 제46회 각의 의결 안건, ‘고아입양특례법안’ (1961년 7월21일) (국가기록원 아카이브 

참조, http://www.archives.go.kr), p.2. “625동란을 계기로 특히 격증한 고아와 혼

혈아 등을 외국인의 양자로 하여 그 본국으로 데려가서 부양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일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우리 민법과 친족관습법의 불비 또는 부적합한 점을 시정하

기 위한 것”.

195) Id., p.3.

196) 『입양특례법』 (법률 제731호, 1961.9.30., 제정, 시행) 제2조 제2항 (...) 18세 미만의 

고아에는 호주나 부모의 계통을 승계할 자를 포함한다.

197) 『민법』 (법률 제471호, 1958.2.22., 제정, 1960.1.1., 시행) 제875조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경우 외에는 양자가 되

지 못한다.

198) Supra note 197,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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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입양이 확정되어야 하는 수령국 법원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

로 판단된다. 한국 아동의 수령국내 입양재판 절차에서 출신국의 관련 

법제는 수령국 법원이 준거법으로 삼지 않더라도 입양적격 관련 규정은 

관련된 사실로서 재판과정에서 참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입양절

차를 대리하는 입양기관으로서는 해당 아동의 입양부적격 여부에 대한 

소명 의무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② 고아의 정의와 결정 절차

‘고아’의 정의는 만 18세 미만의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자이다.199) 법규정의 의미는 기아 혹

은 입양동의를 받은 아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

은 대부분 기아로 처리하여 입양적격이 있는 고아로 인정받았다. 고아 

확인 절차는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부양의무자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 20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일간지와 법원게시장에 부양의무자

의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부양의무자가 나

타나지 않으면 고아로 확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고아호적을 발급

하고,200) 아동에게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가 발급되었다.

③ 부양의무자와 입양동의

이 법은 입양동의권자를 친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친권자 혹은 부모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당시 민법상 입양

의 요건은 양자될 자의 승낙과 이에 대한 동의이다. 양자될 자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양자될 자의 승낙과 그 부모의 동의로 입양은 성립한다.

15세 미만인 경우는 입양의 승낙을 부모 혹은 후견인이 대신 할 수 있

다. 이 경우 입양의 성립은 부모 혹은 후견인의 대낙과 부모 혹은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로 이루어진다.201)

199) 『고아입양특례법』(법률 제731호, 1961.9.30., 제정, 시행), 제2조 (양자될 자격). 

200) Id., 제4조 제2항. 

201) 『민법』(법률 제471호, 1958.2.22 제정, 1960.1.1. 시행)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

승낙), 제870조 (입양의 동의), 제871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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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입양특례법은 민법의 특례이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민법에 따르도록 하였다.202) 당시 민법상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간, 호주와 가족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 발생하였

다.203) 부모의 친권에 대해서는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

권, 자의 재산의 관리 등을 친권의 범위로 명시한 반면, 자녀에 대한 부

양의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204) 물론 친권에 부양의무는 당연히 포

함되기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민법은 친

권에 대해 의무보다는 권리에 중점을 두고 규정해왔다.

이러한 고아입양특례법의 고아규정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

는 요건을 갖추면 입양동의를 받기위해 친권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

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외국인이 양자로 하고자 하면, 제한 없이 아동의 

입양을 허용하고 그 절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고아 여

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해당 고아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있었다. 사적자치와 가족내 합의로 결정되는 민법상 입

양과 달리 고아입양특례법에는 법원의 개입절차가 있었다.205) 한국 법제

에서 입양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절차가 포함되는 최초이자 이례적인 

절차였으나, 유명무실했으며 1977년 폐지되었다. 법원의 주요 역할은 고

202) 『고아입양특례법』(법률 제731호, 1961.9.30., 제정, 시행) 제1조 제2항. 

203) 『민법』(법률 제471호, 1958.2.22 제정, 1960.1.1. 시행)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호주와 가족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97조 (호주의 부양의무) 호주는 그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다. 

204) Id.,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

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

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205) 『고아입양특례법』 (법률 제731호, 1961.9.30., 제정, 시행) 제4조 (법원의 인가) ①외

국인이 고아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고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입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1977년 폐지되었고, 2012년 법원허가제 도입 이전까지 아동의 입양은 

호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입양신고로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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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확인하기 위한 게시 절차와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것이었다.

고아를 입양대상 아동으로 보는 이 법은 기아를 입양적격으로 결정하

는 송출국 법제의 시초가 되었다고 본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발적 친권포기의 효과를 내는 입양동의 제도와 기아인정에 의한 입양

대상 적격 인정이 결합된 관행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아입양법제는 

한국에서 발생하였고, 이후 중국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수월한 아

동 송출을 위한 법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2) 입양기관의 외국인 대리 

또 하나의 고아입양특례법이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한 입양관련 조항

은 제6조에 외국인의 대리 규정이다. 외국인은 각령에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절차의 일부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으며, 외

국인의 양자가 된 고아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제적하도록 규정하였

다.206)

이는 한국법의 전통과는 괴리된 생소한 법규였다. 비교법적으로 보아

도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해답은 미국의 이

민법상 ‘고아’ 규정의 기준과 당시 한미간 아동입양을 중개하던 홀트의 

경험과 입양기관의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207) 앞서 설명한 미국법의 

proxy adoption 허용규정을 한국법제에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간 고아입양을 둘러싼 법제와 입양중개기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은 국제입양을 송출국이 아동복지의 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정집단의 아동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입양대상이 될 수 있

도록 하는 차별적인 입양법제를 만들었다. 아동의 복리를 전적으로 외국

인 양부모와 사적 입양중개기관에게 맡기는 입양제도가 허용되었다.

나. 입양기관장의 후견직무와 입양동의권

206) Id., 제5조 (고아의 제적) 고아가 본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양자로 되었을 때에는 법원

은 직권으로 그 제적을 하여야 한다.

207) Kim (1975), supra note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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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국 입양절차와 입양동의권

앞서 미국의 각 주법원에서는 국제입양 아동의 입양적격에 대한 논란

에 대해서 아동 출신국 법제나 실제 절차와 상관없이 입양국 안에서 입

양동의를 할 수 있는 후견인이 존재하면, 입양적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을 설명하였다.208) 따라서 미국 내에서 아동의 입양에 동의

할 수 있는 후견인의 지위는 국제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에게는 핵심 

관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아입양특례법』과 『보호시설고아후견직무법』209)에 의거, 해당 

아동이 고아임이 확인되면, 고아후견인 지정절차에 따라 서울시 내무국 

부녀청소년과의 결정에 의해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었

다.210) 입양기관의 장이 ‘고아’인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1977년 입양특례법으로 재제정되면서, 입양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대폭 늘어난다. 입양기관의 장은 무적아동의 취적을 할 수 있고, 친부모

의 입양동의로 입양기관에 위탁된 아동에 대한 후견직무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211)

미국 법원에서는 한국 아동의 국제입양 재판절차에서 이러한 한국법

의 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의 입양기관장의 입양동의권을 인정해왔다. 미

국에서는 입양기관장에서 입양동의권을 포함한 아동의 후견권을 부여하

는 제도는 다른 송출국과 대비되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라고 하면서도 바

208) Carlson (1988), supra note 151.

209)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법률 제703호, 1961.8.31., 제정, 

시행) 제2조 제2항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설

의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정한다.

210) 홀트아동복지회 (2003), supra note 155, p. 582.

211) 『입양특례법』 (법률 제2977호, 1976.12.31., 제정, 1977.1.31., 시행) 제12조 (입양알

선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

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제13조 (무적아동의 취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

선기관의 장은 그 양자로 될 자가 무적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취적 또는 일가

창립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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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212) 아동이 입양을 위해 수령국에 

도착하였는데, 양부모의 의사가 변하거나, 법원에서 입양이 불허되는 등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있어서 중대한 위해 요인이 발생한 경우, 아동을 

보호해야할 주체가 명확해 진다는 이유에서이다.213)

(2) 입양기관 장의 후견직무 범위

그러나 정작 한국법에 의해 입양기관장의 후견직무에 입양동의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입양특례법에는 입양기관 장

의 후견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직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후견직무와 친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규정이 미비하다.

1991년『민법』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후견인이 동의할 경우, 가정법원

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14) 이는 입양특례법의 입양기

관의 장의 후견직무를 근거로 입양동의를 행사해 오던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에 1996년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법』을 개정하여, 이 법에 의한 후견인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지 않고 입

양동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위 민법 개정 내용을 우회하기 

위한 입법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해석이 호적선례와 가족관계등

록 선례를 통해 내려졌다. 2003년에는 기아로 발견된 아동의 입양을 승

낙해야 하는 대낙권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215) 또한 2008년에는 15세 미만인 요보호 아동의 후견인은 요보

호아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자가 아니라 요보호 아동을 갈음하여 양친

212) Epstein, E. F., "International Adoption: The Need for a Guardianship 

Provision",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 (1982), 

pp.225-248.

213) Id.

214) 『민법』 (법률 제4199호, 1990.1.13., 일부개정, 1991.1.1. 시행) 

     제871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

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15) 『호적선례 제5-78호』 (2003.9.30.,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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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사람과 입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정하고, 아동의 입

양을 후견인이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

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216) 이러한 일련의 민법개정과 대법원

의 해석은 입양특례법으로 일괄적으로 부여된 후견직무가 민법상의 법원 

결정에 의해 지정된 미성년 후견권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지 않는

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민법상 미성년 후견권은 법원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에 한정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양기관

장의 후견직무에 친권에 속하는 입양동의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

는 아동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

관장의 입양동의는 국내입양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한 절차였다. 대부분의 

국내입양은 법에 정한 절차인 입양신고가 아니라, 허위 출생신고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양동의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었다. 입양동의권은 

국제입양에 국한되어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서는 관련 법

규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이라고 본다.

다. 고아의 국제입양 관행적 절차

이와 같은 수령국과 송출국의 국제입양관련 법제는 전형적인 국제입

양 절차와 관행을 만들어갔다. 이러한 절차는 한국이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원허가제를 도입하기 이전까지 이루어졌다.

(1) 미 주법원 한국아동 입양관행

한국아동의 미국내 입양절차는 1972년 미 테네시 주법원의 입양재판

의 판결문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217) 해당 아동은 1971년 2월 15일 

안양읍에서 발견되었으며, 혼혈아동으로 Holt Adoption Program에 입양

216)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12-1호』 (2008.12.31., 제정, 시행).

217) Supra note 188 참조. In re Adoption of McElroy 케이스의 판결문에는 한국 아

동의 입양절차에 대한 설명은 Holt Adoption Program이 제출한 자료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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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탁되었다. 이 아동은 미군인 친부에 의해 Kimta Francoise Taylor

라고 주장되어 입양재판에 개입하여 친권이 인정되고 입양적격이 부인된 

사안이다. 아동의 생년월일은 1967년 6월 6일이고, 입양기관으로부터 ‘김

지영’이라는 이름으로 기아로 단독호적을 발급받았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 아동과 ‘Kimta Francoise Taylor’가 동일한 아동으로 결론내리고 있

다. 아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 입양기관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기아인 아동의 배경에 대해 자료와 기록이 어떻게 상세하게 남

아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당시는 DNA 테스트와 같은 

과학적 방법을 활용할 수 없었으나, 법원은 정황을 고려하여 동일한 아

동으로 판단하고 있고, 입양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동 재판에는 아동의 입양을 중개한 홀트 프로그램이 개입하여 한

국 아동의 입양적격 판단에 대한 입양기관의 관행을 대변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아동을 입양할 때 따르는 절

차를 규정한 민법이 있으며218), 이 절차에 따라 김지영의 입양절차가 진

행되었다고 한다. 1971년 7월 22일 김지영이라는 성과 이름이 부여되었

다. 1971년 7월 24일 김득황219)이 서울시장에 의해 후견인으로 지정되었

다. 같은 날 김득황은 이 아동이 미국의 적절한 양부모에게 입양될 것을 

동의하였다. 같은 문서에서 그는 모든 후견인으로서의 권리와 입양에 대

한 동의, 적절한 입양가정에 입양시킬 권리를 모두 Holt Adoption

Program Inc.으로 인계하였다. 1971년 7월 26일 한국 서울 마포구의 장

은 Holt Adoption Program의 요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행한다. 그 내용

은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described child is a legal

orphan, abandoned by its parents, and that said children is a

non-successive orphan in accordance with a census register provided

by his district office'로 기록되어 있다. 1972년 2월 14일 김지영은 IR-4

비자(Orphan to be adopted in the United States)를 발급받고, 1972년 2

월 24일 한국을 떠났다. 아동은 공항에서 예비 양부모에게 인계된다.

218) 판결문상으로는 civil code라고 하고 있으나, 당시 민법의 특례법이었던 고아입양특

례법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219) 김득황은 당시 이 아동의 한국내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의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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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입양기관 관행

이러한 절차는 한국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의 50년 

기념책자에 상세하게 기술된 절차와 거의 일치한다.220) 1987년 10월생 

아동의 친모인 미혼모 A는 임신사실을 알고,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

모 시설에 입소하여 아동의 출산을 기다린다. 입양권유를 받고 동의 후,

아동 출생후 3주간 국내입양을 위해 기다린다. 이 기간 동안은 아동의 

출생신고를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행적으로 입양기관은 미혼모들이 출생

신고 없이 아동을 보호하고 입양절차를 책임져 주었다. 당국은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지연하는 것을 묵인하고 아동의 보

호비용을 지원한다. 국내입양 부모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선

호하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아동의 국내입양 불가 사유는 혈액형과 외

모가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3주의 기간이 지나

면 아동은 해외입양 대상 아동으로 분류된다. 해외입양 대상 아동이 되

고 나면,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국제입양은 여권과 비자발급 등 

출입국을 위한 이민법 등의 제반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동

의 합법적인 출생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허위 출생신고

를 통해 성립되는 국내입양을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이 선호되

는 반면, 국외입양을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필수적인 절차였다. 국외입양

을 위한 아동의 출생신고는 호적법상 기아신고로 이루어졌다. 기아가 아

닌 아동을 기아로 신고하는 것은 역시 명백한 위법 혹은 탈법행위였으

나, 이것은 수십년간 입양기관의 장이 취적을 할 수 있다는 입양특례법 

규정에 의해 관행화되었다.221) 입양기관의 장은 구청과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의 허가를 청구하고 호적을 편제하여, 아동은 단독 호주로 고아호적

으로 갖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아동의 주민등록을 생성한다. 입양기관장

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도록 관할 구청에 후견인 지정신청을 한다. 관할 

법원 혹은 지자체 게시판에 일정기간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거치면 입

220) 대한사회복지회 (2004), supra note 158, pp.88-89.

221)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1976.12.31., 제정, 1977.1.31., 시행)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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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상 아동임이 확인된다. 아동은 위탁가정으로 옮겨져 출국시까지 가

정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가정보호 비용은 해외의 예비양부모의 부담

으로 보전된다.

아동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신체검사, 먹는 습관, 자는 습관, 양육용

이여부, 발달상태 등을 중심이다. 양부모에게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

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서류는 미국의 협약을 맺은 입양기관에서 확

보한 예비 양부모의 관련 서류들과 교환된다. 양부모와 매칭이 성사되면,

한국의 입양기관은 후견인 증명, 아동의 호적등본, 입양동의서를 첨부한 

법적 서류를 미국으로 발송한다. 미국인 예비 양부모는 미국에서 확인한 

재정상태 공증서류, 아동의 미국비자 승인을 위한 서류를 주한 미국 대

사관으로 송부한다.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아동의 해외이주허가를, 외무부에 아동의 

여권을, 미국대사관에 아동의 비자를 신청한다. 이러한 구비서류가 갖추

어지면 아동은 자원봉사자 에스코트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공

항에서 양부모를 만난다. 이후 미국의 입양기관에서 아동의 사후적응보

고서, 아동입양 판결문이 한국 입양기관으로 송부된다. 아동의 미국시민

권이 한국 입양기관으로 송부되면, 아동의 한국 국적 탈식을 위해 아동

의 고아호적과 시민권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는 직권으로 아동의 

국적을 박탈한다.

이러한 절차는 입양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한국과 미국의 공적기관

의 개입은 아동의 고아호적 발급, 해외이주허가서 발급, 여권 발급, 비자 

발급, 국적박탈 등 최소한에 그친다. 기아가 아닌 아동에게 기아발견에 

의한 단독 호적을 발급하는 것은 입양기관의 탈법적 관행을 행정기관이 

용인하고 협조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해외이주허가는 

입양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아동의 국외 ‘이

주’를 허가할 뿐이다. 미국 대사관은 이러한 서류를 근거로 아동의 미 

이민법상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입국 자격인 ‘고

아’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입양을 위한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하

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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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아입양법제와 아동권리

가. 국제입양과 차별적 보호체계

(1) 수령국 송출국간 아동보호 격차

송출국에서 수령국으로 일방적인 아동의 흐름을 보이는 국제입양 현

상은 양측의 아동보호 수준의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2차 대전이후 국제입양의 발생을 계기로 아동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강화

하였다. 아동보호가 강화되면 국제입양뿐 아니라, 아동의 입양 자체가 발

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입양이라는 조치는 아동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수단 중에 최후로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부

모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온 결과이다. 이후 사

회경제적인 격차가 심한 송출국과 수령국 간의 국제입양의 발생하고, 수

령국의 지위에 서게 된 유럽은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다. 아동 수령을 수

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국의 법제를 변화시켰다. 송출국은 아동 송출을 

허용하기 적합한 방향으로 법제를 변화시킨다. 양측 법제에는 사적인 중

개기관의 활동을 수월하게 하는 조치도 함께 포함된다. 모두 송출국 아

동의 보호 강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였다.

국제입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송출국과 수령국 양측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선택과 특정한 입법 조치로 지탱되는 현상이다. 유럽국

가라고 모두 주요 수령국이 되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영국

은 1970년이후 아동을 내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수령국에도 포

함되지 않았다. 영국 국민들의 국제입양에 대한 수요가 특별히 낮은 것

이 아니다. 원인은 영국의 법제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이민법은 국제

입양 아동의 입국을 특별히 간소화하는 규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련의 

국제입양과 관련된 판례에서 영국 법원은 국제입양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영국내 아동의 입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키도록 결정하였다. 영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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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양부모에 대한 양부모 자격과 가정 조사도 영국내의 자격 있는 사

회복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222) 국제입양에 대

해 자국내 아동입양과 같은 수준의 아동보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국가는 수령국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영국의 사례가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도 모든 주가 국제입양에 대해 완화된 기준과 수월한 절

차를 용인한 것은 아니었다.223) 이러한 법제의 차이가 미국 주별로 아동

의 국제입양이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원인이라고 본다.224)

(2) 수령국 아동보호제도에 영향

국제입양은 송출국 아동의 보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수

령국 역시 이러한 이중적 입양제도로 자국내 아동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수령국으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스웨덴이다. 미국은 숫

자로 압도적 1위이며, 스웨덴은 입양율, 즉 한해 자국 출생아동 수 대비 

국제입양 아동수에 있어서는 1~2위를 지켜왔다. 양국 모두 국제입양에 

대해서는 아동을 받아들이기에 수월한 법제를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국

제입양에 있어서는 입양적격 결정 등에 있어서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한

다.225)

미국과 스웨덴 양국은 자국내에서 아동입양을 아동복지 수단으로 적

극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에

222) Selinski, J., Naughton, D., Flanagan, K., Fry, P. & Pickles, A., "Ensuring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Intercountry Adoption Practice: Case Studies 

from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Child Welfare, vol.80 

(2001), pp.656-667.

223) Carlson (1988), supra note 151.

224) 미 국무부 홈페이지 ‘국제입양 (Intercountry Adoption)’ 부문의 ‘통계(statistics)'란

에 미국 각 주별 아동입양 현황 참조.

   <https://travel.state.gov/conent/adoptionsabroad/en/about-us/statistics.html> 

2016.10.5. 최종방문.

225) Country Profile of Sweden for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2015).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intercountry-adopti

on>,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country profile 메뉴 참조, 2016.2.2. 최종방문.

   스웨덴은 국제입양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은 송출국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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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아동복지를 위해 입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반면, 스웨덴은 아동

복지 체계가 전체적인 가족중심의 복지제도와 굳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

국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적격 결정이 매우 엄격하다. 단순히 친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아동이 입양대상이 될 수 없다. 친가족 양육과 보호를 위

한 각종 지원대책이 선행되고, 사회복지사의 강력한 개입이 지속된다. 북

유럽 국가들을 아동복리를 위해 가정에 대해 강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가

지고 있다.226) 국내입양에 대한 사적 기관의 개입에 대해서도 다른 양상

을 보인다. 미국은 사적기관이 국제입양을 넘어 국내입양과 아동보호체

계까지 개입하는 반면, 스웨덴은 국제입양은 사적기관이 중개할 수 있으

나 국내 아동복지체계와 입양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의 국제입양에 대한 사적기관의 영향력은 국내 아동보호체계에 

까지 미치고 있음을 이미 설명하였다. 스웨덴은 미국보다도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의 절차 사이의 격차가 더욱 크고, 이분화가 더욱 공고하다고 

할 수 있다.227) 이러한 법제는 수령국과 송출국 양측에서 자국 아동권리

에 대해 부적절한 환경을 만들게 된다.

나.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모색

앞서 살펴본 시장원리에 의한 국제입양은 수령국 송출국간 고아입양

법제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고아를 입양적격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동의 신분세탁과 거짓 출생신고를 유발하였다. 국제

입양을 위한 아동의 신분세탁이 가능해 지는 것은 아동 매매와 

trafficking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국제입양의 아동권리 침해 양상에 대해서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차 대전 직후에는 유럽 

내에서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촉발된 전문가 논의가 

226) Barth, R.P., "Child Welfare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Different Assumptions, Laws and Outcomes",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1 (1992), pp.36-42.

22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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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제도가 확립되도록 이끄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취약한 제3

세계에서 유발된 국제입양의 제2의 물결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

1970년대부터 UN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제입양 관행이 유발하는 아동권

리 침해 양상은 이 워킹 그룹의 논의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아동권리

협약 논의 과정에서 국제입양 관행과 법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제시하게 된다. UN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입양에 대한 

원칙과 법리가 형성되어 갔다. 다음 장에서 UN을 중심으로 한 아동입양

에 대한 국제규범의 형성 과정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UN 규범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리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보장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는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과 이후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는 핵

심 원칙이므로, 입양과 관련성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UN 인권규범은 전 세계적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특성 상, 사적 주체

가 관련된 아동입양에 있어서는 원칙적 내용만을 담을 수 밖에 없었다.

국제입양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잡다단한 법률관계와 다양한 사건을 UN

규범으로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1986 아동보호선언과 1989 아동권리협약은 입양절차에 있어서 아동권

리 보호를 위한 주요 원칙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법리들은 이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공유하는 근본적 원칙이 되었

으며, 유럽인권재판소 등의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음 장에서는 

아동 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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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아동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전

제 1 절 아동권리에 대한 UN 규범

1. 아동의 권리주체성

가. 보호의 대상 vs. 권리의 주체

아동의 권리 주체성에 대한 논의는 2차 대전이후 UN을 중심으로 발

달해 온 국제인권규범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아동은 오

랜 기간 동안 구조와 보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었다. 최초의 아동권리

에 대한 국제기구의 선언은 국제연맹의 ‘1924 제네바 아동권리 선언’228)

이다. 제1차 대전의 참상 속에 아동의 고통에 대한 인류의 죄의식과 책

임감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기아, 질병, 고아 구제, 발달 등을 위해 아동

을 ‘특별히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

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한 내용을 담기에는 그 이전까

지 아동권리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고, 이 선언문 자체도 지나치게 간단

했다.229)

아동이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라고 규정되어도, 그 지위는 ‘대상’에 

머물러 있게 된다. 권리의 주체로서 동등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동의 실존은 이러한 대상성을 극복하고 주체성을 인정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국제인권 규범의 발전에 있어서도 아동의 권

리주체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인권규범의 형성은 20세

기 후반에 들어서야 가능했다.

228) League of Nations,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26 Sep. 

1924), 이 선언의 서문에서 인류는 최선의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mankind owes to the child the best it has to give)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229) Freeman, M.,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3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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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UN 차원의 최초의 인권선언인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230)에서도 아동과 관련해서는 모성보호(제

25조 2항)와 교육의 권리(제26조)를 규정하는데 그쳤다. 아동권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며, 비차별 원칙의 선언에서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특징의 나열에 ‘나이'는 빠져있다.231)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 아

니라 권리의 주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받게 되는 

조치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그 보호조치를 취하는 주체의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최소한의 복지적 시혜만으로도 충분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절차, 제공하는 주체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하게 된다.

나.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

국제인권 규범에서 ‘이익보호’의 법리는 모든 인권협약의 공통점이라

고 할 수 있으나, 아동에게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성이 법

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가 확립되는 것이 필

요했다. 주요 국제인권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독립적인 조항이

나 원칙을 명시적으로 원용하고 있지는 않다. UN의 2대 인권규약, 『경

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ICESCR')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에는 아동권리와 특정하게 연관될 수 있

는 개별조항들이 존재하나,232) 두 규약 모두 아동 최선의 이익을 협약 

상 적용원칙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23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A (10 Dec. 1948).

231) Freeman (2007), supra note 229.

232) ICESCR의 특별한 보호 (제10조), 보자보건(제12조), 교육(제13조), ICCPR의 출생과 

동시에 등록되고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제24조), 18세 미만 범죄 사형배제 (제6

조),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의 사법절차 (제10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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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 원

칙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는 당시 논의과정에

서 인권규약 상 권리를 아동이 동등하게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 주

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아동권리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경우 그 과정에서 각 비준국의 입장을 토론하는 과정이 길어질 것을 염

려하고, 이러한 논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려였다.233)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법리가 활발하게 적용

되고, 판단되는 장이 되고 있으나, 『유럽인권협약』에는 아동최선의 이

익 원칙을 채택하고 있거나, 아동인권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234) 그러나 ECtHR에서는 EU의 모든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고, 결정례를 통해 국제인권규범

으로서의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의 의미를 특정하여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235) 특히 ECHR 제8조의 가족생활의 자유에 대한 조항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ECtHR의 아동권리 관

련 결정례에서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도 아동보

호와 가족과 관련된 국제사법 협약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명

시하고 있다.236)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는 아동이 권리주체이기는 하나, 그 권리를 스

233) Freeman (2007), supra note 229, p.12-16. 이러한 이유와 함께, 아동권리에 대해

서는 정치 시민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234) Leifaard, T., & Doek, J. E., (ed.) Litigating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urisprudence (Springer, 2015) 참조.

235) Id, Kilkelly, U., “The CRC and the ECHR: The Contribu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2 of the CRC” 

pp.193-194.

236) HCCH,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25 

Oct. 1980) 서문,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29. May 1993) 서문,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23 Nov. 2007) 서문, Convention on the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19 Oct. 1996)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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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실현시키거나 행사할 능력이 없는 실제적 제약과 한계를 인식하고,

아동을 대신하여 권익을 판단,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 따라서 그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보장에 대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서는 아동의 권리주체성은 실체 없는 구호에 그치게 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에 대해서는 후술토록 하겠다.

다. 아동권리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 꾸

준히 발전되어 왔다. 1959년 UN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 1959)237)이 처음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적

으로 선언하고, 아동권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세계인권선

언의 연장선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아동기에 특별히 보장되어

야 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여준

다. 아동 권리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에 대

한 것에서 비롯하였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

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1959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된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차별

원칙, 둘째, 아동의 신체·정신적 발달과정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셋째, 출생 직후 이름과 국적을 가

질 권리, 넷째, 건강·주거·여가·의료 및 모성보건에 대한 권리, 다섯째,

장애아동의 치료·교육·보호를 받을 권리, 여섯째, 친부모와 가정의 보호

를 받을 권리 및 국가의 지원의무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난 경우 보호

를 받을 권리, 일곱째, 교육 받을 권리, 여덟째, 가장 먼저 구조될 권리,

아홉째,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 및 아동의 노동의 특별한 보호 원칙, 열 

번째, 인종적·종교적 차별을 학습 받지 않고, 연대와 관용을 배울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원칙들이 관련 협약의 조항으로 구체화되어 나갔다.

237) UN Doc, A/4354. (20 Nov.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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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6 UN 아동보호 선언

가. 아동보호에 대한 UN 총회결의 

1960년대~80년대에 급속하게 확대되는 아동의 국제입양은 국제사회

의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이었다. UN에서는 1970

년대 말에 폴란드 정부에 의해 제안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문안 

협상을 위한 전문가들의 워킹그룹이 시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

다. 이러한 논의 중에 아동권리협약의 성립 이전에 친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아동의 보호위탁, 국내외 입

양에 대한 사회복지적, 법적 원칙을 천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1986

년 UN 총회 결의를 통해서『아동의 위탁보호, 국내외 입양을 중심으로

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1986

Declaration on Social and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을 발표한다.238)

총회 결의에 부속된 선언문은 서문과 총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장은 ‘일반적 가정복지와 

아동복지’, ‘가정위탁’, ‘입양’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이 태어난 부

모와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함을 명시하면서, 그 보

호에서 벗어난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친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에게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대안양육 형

태로는 가정위탁, 국내입양, 국외입양이라는 세가지 보호형태를 구체적으

로 제시한다. 각각의 단계에서 지켜져야 할 법적 사회복지적 원칙을 기

술하고 있다.239)

각국의 아동복지 체계에서 아동이 보호받는 구체적인 방식과 고려해

야할 순서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친부모에게서 보호

238) Supra note 11.

239) Id.,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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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녀양육지원, 둘째,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가정에

서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단기적인 위탁보호, 셋째, 친가정 복귀가 불가

능할 경우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어 보호받도록 하는 입양이 고려될 수 

있다. 입양의 경우, 국내입양이 우선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외

국에서 가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양육 종류는 적법절차에 

의한 공적기관의 판단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아동이 이름과 국적과 법적 대

리인을 가질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아동의 이름과 국적과 법적 대리인

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따라 아동이 다른 이름과 국적과 법적 대리

인을 가지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규

정하였다.240) 자신의 신분 배경을 알 권리가 명시되었다.241) 특히 국제입

양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242)

국제입양은 아동이 출생한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에만 보조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국제입양의 보충성 원칙을 두고 있

다.243) 정부는 국제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법, 효과적인 감시체계

를 두고,244) 아동의 불법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 의무

가 있다.245)

국제입양은 권한당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국내입양과 동일한 수

준의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적절한 금전적 이익을 금지해야 

한다.246) 양부모가 개인 대리인을 고용해서 이루어지는 입양에 대한 특

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47)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의 적법성, 아

동입양의 효력, 이민자격과 국적취득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248)

240) Id., 제8조.

241) Id., 제9조.

242) Id., 제18조-24조.

243) Id., 제17조.

244) Id., 제18조.

245) Id., 제19조.

246) Id., 제20조.

247) Id., 제21조.

248) Id., 제2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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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의 국적이 입양부모의 국적과 다른 경우, 아동의 종교적 문화

적 배경과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249)

나. 1986 아동보호선언의 의의

UN 결의에 구체적인 아동의 대안적 보호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선언문의 구성 순서 자체가 아동의 대안적 보호수단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아동의 입양은 단순히 여러 보호형태 중에 하나의 선택

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친가정 가정양육지원, 가정위탁보

호 등의 대안양육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

어야 한다는 것이 UN 총회의 결의로서 'soft law' 형식의 국제규범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당시 국제입양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던 

것이기에, 이 선언에 담긴 법원칙의 종류와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

다. 앞서 제시된 유럽 등 아동보호에 대한 법제를 정립한 국가의 국내법

제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원칙은 이후 UN 아동권리

협약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되

어 협약 의무로 규정되었다.

3. 1989 UN 아동권리협약과 입양의 규율

1986 UN 아동보호선언의 내용은 1989 UN 아동권리협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78년부터 폴란드에 의해 초안이 제안된 이후 협약문구의 

협의과정이 10년이나 걸렸고, 특히 제21조 입양조항은 최대 규모의 워킹 

그룹에서 논쟁이 컸던 대표적인 조항으로 기록되어 있다.250)

가. 입양조항의 제안

249) Id., 제24조.

250) Dertrick (1992), supra note 40, pp.314-317.



- 93 -

폴란드가 제출한 협약문 초안에는 입양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

았다.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등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비차별 원칙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입양조항을 제안했다. 초기의 문안은 아동의 구

호와 아동최선의 이익을 위해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입양을 장려

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최종 확정된 문안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입

양은 아동보호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수정되었다.251)

이러한 변화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가 사적 기관에서 내세우

는 자선 행위의 내용인 경우와, 국제인권 규범으로서 지향해야 할 법리

로서 논해지는 경우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로서의 입양은 ‘더 좋은’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아

동에게 ‘더 좋은’ 부모와 가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가

정에 기반해 있다. 반면, 국제인권 논의의 장에서는 국가가 공적체계를 

통해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하

고 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절차라는 원칙에 기반해 있다.

제21조가 직접적인 입양조항이기는 하나,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입양과 관련하여 떼어내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

다. 우선, UN CRC의 기본원칙들 중 제2조 비차별 원칙과 제3조 아동최

선의 이익 원칙과의 관계이다.252)

나. 제2조 비차별원칙과 입양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각각의 아동이 자신과 부모의 인종, 피부

251) Id.
252)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1(a), UN Doc. CRC/C/5 (30 Oct. 1991), p.4. UN 아동권리위

원회는 비차별원칙,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외에, 제6조 생명권과 발달할 권리, 제12조 

아동의 견해를 존중받을 권리를 UN CRC 전반을 지배하는 일반원칙이라고 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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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성별, 언어, 종교, 태생 (..) 혹은 다른 지위에 관계없이 이 협약에 제

시된 권리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그

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53)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비차별원칙은 다른 인권협약에서의 비차별원칙

과 구별되는 내용이 있다. 아동과 성인간의 비차별과 함께, 각기 다른 취

약한 특징을 가진 아동 그룹간 비차별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아동권리에 있어서는 ‘부모’의 지위에 의한 차별이 아동 자신의 지위에 

의한 차별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아동에 대한 차별에 있어서는 부모의 

지위가 곧 아동의 지위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254) 이를 

아동의 국제입양 양상에 적용해 보면, 입양대상 아동의 90% 이상은 미

혼모의 아동 혹은 매우 취약한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255) 이러한 특정한 그룹에 속한 아동들이 부모의 혼인상 지위에 의

해 정체성 유지와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

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UN 인권위원회는 국제입양 절차에 있어서 부모의 지위 때문에 아동

의 권리보호에 대한 차별적 침해가 있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

다. 한국의 경우 미혼모의 양육지원이 차별적이고, 그 결과로 미혼모의 

자녀인 아동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256) UN 아동권리위원

253) UN CRC 제2조.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is protecte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expressed opinions, or beliefs of the child’s parents, 

legal guardians, or family members.

254) Besson, 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13 

(2005), pp.444-450.

255) UN (2009), supra note 29.

256)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CCPR/C/KOR/CO/4 (3 

Dec. 2015), para.16(c), 17(c). 미혼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이 입양부모에 대한 

지원에 비해 차별적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 고용, 주거 등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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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특히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한 차별이 자녀인 아동에 대한 차별

로 연결되는 것을 지적한다.257) 부모의 법적지위가 아동의 출생신고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동에 대한 차별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가 아동의 친생부모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차별적 침해라고 할 

수 있다.258)

송출국 정부가 자국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

로 아동의 국제입양을 활용한다면, UN 아동권리협약 상의 국가의 의무

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259) 특히 입양조항인 제21조의 ⒞

는 아동이 입양이후에 수령국에서 국내입양의 경우와 동등한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입양 아동과 국제입양 아동 간의 

비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260)

다. 제3조 아동최선의 이익과 입양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핵심 내용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전

반에 대한 일반 원칙이며, 아동 입양조항인 제21조에서는 특별히 강하게 

적용된다. 제3조에서는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최고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층 더 강

조되어 있다.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이

익들간의 적절한 이익형량이 수반된다. 특별히 아동의 입양결정에 있어

서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261) 이는 아동의 입양

의 시정을 권유하고 있다.

257) UN Doc. CRC/C/KOR/CO/3-4 (6. Oct. 2011), para.28, 29(c).

258) Id., para.37.

259) Van Bueren, G.,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121.

260) UN CRC 제21조 

     (c) Ensure that the child concerned by inter-country adoption enjoys 

safeguards and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in the case of 

national adoption; 

261) UN CRC 제21조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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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기준과 절차가 아동의 이익이 아니라, 가족의 이익, 친부모의 이

익, 양부모의 이익, 심지어는 중개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왔던 관행에 

대한 경각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과의 관계는 이후 보다 

자세하게 논하도록 하겠다.

라. 제7조 친부모의 양육 및 정체성의 권리

아동의 입양은 친부모의 양육에 대한 공적기관의 판단과 직결되어 있

다. 아동이 태어난 가정과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의한 개입 의무와 분

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친부모의 권리로서 ‘친권’

의 보호가 아니라, 아동이 친부모를 알고,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262)

제21조는 친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경우 입양의 결정과 절차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아동의 입양적격과 최종 입양결정

은 책임 있는 정부당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263) 아동의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아동의 보호방안이 불가능할 때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264) 아동의 입양절차에서 부적절한 재정

적 이익을 금지해야 한다.265)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262) UN CRC 제7조. 1.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263) UN CRC 제21조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s status 

concerning parents,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264) Id., (b) Recognize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child's care, if the child cannot be placed in a foster 

or an adoptive family or cannot in any suitable manner be cared for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265) Id., 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inter-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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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의 아동 입양의 효과와 절차는 자연적 출생을 대치하는 

‘제2의 출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의 안정

성을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혈연으로 부여된 정체성과 단절될 위험이 

크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는 아동에게 귀속되는 고유의 권리이

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종교적·인종적·민족적 개념 속의 자아를 모두 

포괄하는 인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된다. 법적 정체성

은 인간이 사회에서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름, 가족,

소속집단, 국적 등이 이러한 정체성을 구성한다. 개인이 타고난 인종, 유

형적·무형적 유산 등도 포함된다. 정체성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인간이 

출생 직후에 국가의 공부(公簿)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

로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266)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를 제7조

에 아동은 출생 직후 등록되고, 이름을 가지고, 국적을 취득하고, 자신의 

친부모를 알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0조 3항에서 입양을 포함한 

아동의 대안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아동양육의 연속성과 아동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과도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마. 제20조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

제20조는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때 당사국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67) 당사국은 이러한 아동의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adoption, the placement does not result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t; 

266) Sahovic, N. V., Doek, J. E. & Zermatten, J., The Rights of the Child in 
International Law: Rights of the Child in Nutshell and in Context: All 
About Children's Rights, (Stampfli Publishers, 2012).

267) UN CRC 제20조 

      1. A child temporarily or permanent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or in whose own best interests cannot be allowed to remain in 

that environment, shall b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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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대안양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68) 이러한 법제에 포함되어

야 하는 아동의 대안양육의 구체적인 방식은 가정위탁(이슬람 국가인 경

우는 카팔라)과 입양을 제시하고 있다. 당사국의 사정에 따라 아동의 양

육을 위한 시설보호도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다.269) 특별히 고려해야 하

는 사안으로서는 아동양육의 영속성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0) 따라서 우선적으로 

아동의 친족 내에서 위탁가정을 찾도록 하였다. 아동의 생활터전이 되었

던 지역사회, 학교, 친구 집단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소수민족이나 원주

민 지역사회인 경우 해당 주거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선진국 국내법제의 아동보호제도와 1986

아동보호선언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0조에 의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단계를 거친 후에 입양

절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바. 제21조 입양조항 

입양조항은 도입부와 다섯 개의 부속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에서는 이 조항은 입양제도를 두고 있는 당사국에만 적용된다

는 제한을 두고 있다. 앞서 설명한 이슬람 문화권의 가족법제는 입양제

도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입양에 있어

서 아동 최선의 원칙이 최고의 고려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입양적격과 최종입양 결정은 권한당국에 의해 관련 법제와 적

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입양절차에 있어서는 

모든 관련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명목상의 절

268) Id., 2.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ensure 

alternative care for such a child. 

269) Id., 3. Such care could include, inter alia, foster placement, kafalah of 

Islamic law, adoption or if necessary placement in suitable institutions for 

the care of children.

270) Id., 3. (...)When considering solutions,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desirability of continuity in a child's upbringing and to the child's ethnic, 

religious,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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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아닌 적극적인 검토 절차를 상정하고 있다. 입양결정에 동의와 사

전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국제입양에 대한 규정이다. 입양조항은 국제입양이 아동양육

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 양육과 

국내입양이 불가능하고, 아동을 자국내에서 적절하게 보호할 수단이 없

는 경우에 국제입양을 아동 양육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제입양 아동은 국내입양 아동과 동등한 보호기준과 절차적 안전망

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제입양에 관련된 주체들이 이를 통해 부적절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의 국제입

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한당국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 조항의 목적

에 부합하는 양자적 다자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규범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제 2 절 아동 최선의 이익의 실체적 의미

1.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연원

가. 영미법계의 parens patriae 관할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리는 아동이 인권의 ‘주체’라는 당위와 그 권

리를 직접 행사하지 못하는 실존의 ‘무능력’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서, 아동을 ‘대신해서’ 권익을 결정하는 실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

한 것이다. 이 결정 주제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의 법리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271)

그 연원은 영미법계의 parens patriae 관할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272)

271) Cantwell, 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Intercountry Adoption
(UNICEF, 2014), p.6.

272) Black Law Dictionary의 parens pariae (parent of the nation) 정의, public 

policy of the state to intervene against an abusive or negligent parent, 

legal guardian or informal caretaker and to act as the parent of any 

child or individual who is in need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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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친권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영국법에서는 영주국가 시대 영주가 아동을 자신의 신

민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할 권리로 시작

하였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부유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어린 자녀의 상

속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유한 고아의 재산권에 대한 후견권을 

국가의 관할로 하면서 시작하였다. 17세기에 이르러 재산권에서 ‘아동의 

양육’으로 확대되었고, 19세기에는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

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정립되었다. 오늘날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가정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가 행동해야 하는 의무

로 인정된다.273)

결국 이 법리는 아동의 신체와 양육권에 대한 친권의 소유권적 관점

에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아동이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아동을 대신해서 판단하는 국가의 작용의 당위성

으로 변화하게 된다.

나. 국내법의 아동보호제도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공적기관의 친권에 대한 개입의 법리는 각 국

내법에서 ‘아동보호제도’로 발전한다.274) 출생으로 형성된 부모 자녀 관

계는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친권’은 가정의 사생활의 

권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유권으로 보장해왔다. 그러나 현대 가족법

의 추세는 친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보호한다

는 의미가 아니라,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

273) Cahn, N., “State Representation of Children's Interest", Family Law 
Quarterly, vol.40 (2006), p. 112.

274) “아동보호제도”(Child Protection System)이란 사회복지, 교육, 건강, 안전, 사법절

차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법, 정책, 규제, 

서비스의 총합(set)를 말한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가정의 유지와 강화,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의 방지를 통해 가정이 해체되거나 폭력, 착취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동보호의무는 정부기관, 지방정부의 서비스, 비정부기구의 서비스, 지역

사회 등 아동보호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괄한다.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ICEF Child Protection Strategy. UN Doc. 

F/ICEF/2008/5/Rev.1, (2008), para. 1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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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의무이행을 위해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친권에 자녀를 부

모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양육하는 권리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해도 이

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 부모의 권리가 아동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친권의 행사가 아동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개입의 근거와 절차가 법제화되었다. 이를 아동보호제도라고 

칭한다. 개입의 주체는 국가이며, 그 개입은 반드시 법에 정한 기준과 절

차에 따라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1912년 세계 최초로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정부기구

인 ‘아동보호국’ (U.S. Children's Bureau)을 설립하였다. 정부의 아동보

호 관련 정책은 각 가정의 아동양육지원, 아동의 건강·발달·교육지원, 청

소년비행 예방과 건전한 진로탐색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이 조직의 주된 업무는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및 보호, 아동후견

인 지원,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친인척 양육 혹은 대안가정 양육 지원,

입양 등에 집중되어 있다.275)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복지 프

로그램과 복지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도 있다.

그 서비스와 규율의 수준과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아동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반드시 아동최선의 이익에 근

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연방 보건복지부에서 미국의 

각 주법에서 이러한 주요 결정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주에서 공히 아동의 양육자 결정,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영

구적 분리, 친권의 정지, 입양결정 등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6)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리는 미국에서는 단순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개입을 넘어서, 국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의무에 대한 법리로 발전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1967년 미대법원의 Gault 케이스277)에서는 아동에

27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Children's Bureau 
Legacy: Ensuring the Rights to the Childhood,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3). 아동보호국은 미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276)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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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적법절차와 같은 헌법적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판결이 있었

다. 이는 parens patriae 관할에 의한 친권에 대한 개입 수준을 넘어서, 국

가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의 한

계를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8년 People v. Osslo278) 케이스에서는 재판 절차에 있어서, 판사가 

혼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사실과 정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한 한계를 보정하기 위해 GAL (Guardian Ad

Litem)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GAL은 아동의 소송 후견인으로 판

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GAL은 단순히 재판 참여자 혹은 전문성

을 가진 보조자의 역할을 넘어 아동이 관련된 재판의 법정에서 독립적으

로 아동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아동의 친권자, 후견

인이 존재하더라도, 재판에 관련된 아동의 이익이 이들의 이익과 충돌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지정하여, 당해 소송절차에 한해서 

아동에 대한 후견인이 될 수 있다.279)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단순한 자선과 사회복지적 레토릭이 아니

라, 법적 원칙이다. 아동최선의 이익이 실체법에 보장되어야 하고, 절차

법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원에서 판사가 아동과 관련된 사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모든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재판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UN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이와 같이 국내법 맥락에서 발전해 온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는 아동

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에게 독립적으로 속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규정되었다.

277) In re Gault, 387 U.S. 1 (1967).

278) People v. Osslo, 323 P.2d 397, 413 (Cal. 1958). Kohn, L. M., “Tracing the 

Foundation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tandard in American 

Jurisdiction”, Journal of Law and Family Studies, vol. 10 (2008), pp.370-374

에서 재인용.

27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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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UN CRC와 아동최선의 이익

UN CRC 제3조는 아동권리협약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중에서

도 기초가 된다고 인정된다.280)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281)

제3조 의무의 주체는 사적·공적 주체를 모두 포함한다. 행정·사법·입

법의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되고, 이와 연관되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설인 복지기관까지 포괄한다.

적용 대상은 이들이 행하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해당한다. 복

지기관에서 아동들을 돌보는 활동부터 정부의 법·예산집행, 행정행위, 국

회의 입법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법원의 판결도 제3조에 의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판사는 아동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는 이 원칙

을 기반으로 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282)

아동의 의미는 집단으로서의 아동과 개별적 아동을 포괄하는 개념이

다. 따라서 일반적 아동 대상 정책과 개별 아동에 대한 위에 제시된 주

체들의 행위와 판결 등이 모두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283)

‘최우선적 고려 사안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여러 이익에 대한 비

교형량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비교형량을 위해서는 개별 사안의 

280) UN(1991), supra note 252. UN CRC 4대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 비차별 원칙, 

아동의 생존발달의 권리, 아동의견의 존중 원칙이다.

281)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282) Sahovic (2012), supra note 266.

283)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General Comment No.14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art. 3, para. 1), UN Doc. CRC/C/GC/14 (2013), 

para.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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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상황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아동 최선의 이익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할 수 있는 개념이

라기보다는 개별 사안마다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이익을 형량하고, 우

선순위를 택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임을 내포한다.284)

나. UN 아동권리위원회 해석

아동 최선의 이익은 너무나 광범위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고, 구체적

인 사안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해

서 이 원칙에 대한 해석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2013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담은 General

Comment 제14호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UN CRC 제3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원칙은 아동권리협약의 해석에 대한 기본틀과 기준을 제공

해 준다. UN CRC의 모든 조항이 궁극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추구

하는 것이다. 만일 이 협약의 각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

가 생길 경우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기준으로 이에 가장 부합하

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285)

둘째, 제3조는 실체적인 권익을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아동의 여

러 이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 주체들의 이익 간에 형량을 해

야 하는 경우 판단 기준이 된다. 그 규정 자체로부터 국가의 의무를 발

생시킬 수 있고, 법원에서 바로 인용 가능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286)

셋째, 무엇보다도 이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주체의 모든 행동에 적용된다. 적용되어야 하는 실

체가 광범위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그

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실체법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판단될 수 있

284) Id., para. 36-40.

285) Id., para. 1, 6.

286) Id.,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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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보장하는 절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적법하게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이 원

칙의 이행을 위한 핵심 조건이 된다.287) 아동 최선의 이익과 절차적 보

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별도로 규정된 조항

CRC에는 일반원칙 조항인 제3조 외에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 특별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경우이거나, 아동 최선의 이익이 특히 위협받을 수 있는 사

안이므로 주목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제9조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에 대한 조항이다. 이러

한 분리조치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권한당국이 그러한 조치

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288) 이는 아동이 가정에 재결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의무의 행사에 대한 원칙으로도 아동 최선의 이익이 특별하게 

제시되고 있다. 제18조에 친권과 후견권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89) 제21조 입양조항은 아동의 입양에 

있어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a primary consideration’이 아니라,

287) Id.
288) UN CRC 제9조.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89) UN CRC 제18조.

     1. States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ensure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that both parents have common responsibilities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Parents or, as the case may be, 

legal guardian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ill be their basic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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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amount consideration’으로 제시되어 있어, 보다 절대적인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다.290)

이 밖에도 아동을 구금할 시에는 성인과의 구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인 

제37조(c)291),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적 보장을 규정한 제40조제2항

(b)(iii)292)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별도로 강조되고 있다.

3. 입양 결정과 아동최선의 이익

가. 제21조에 대한 아동 최선의 이익 해석

지금까지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는 원칙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입양

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동의 이익이 친생부모, 입양부모, 혹은 여타의 다

른 관련자들의 상황을 조사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293) 이는 1960년대 유럽의 입양법제에 대한 논의의 시

290) UN CRC 제21조.

     States Parties(...)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291) UN CRC 제37조.

     (c)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 In particular,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unless it is 

considered in the child's best interest not to do so and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his or her family through correspondence 

and visit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292) UN CRC 제40조 (b)

     (iii) To have the matter determined without delay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in a fair hearing 

according to law, in the presence of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unless it is considered not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age or situation,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293) UN Doc. E/CN.4/1989/48. Detrick, S., A Commentary on the United State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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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인 스위스 레첸 전문가 회의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원칙이다. 아동

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 입양만을 허용하자는 것은 입양법제에 있어

서 근본적인 규범이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초안과정에서 입양조항은 아동의 입양 절차를 

수월하게 하자는 제안에서부터 시작하였다.294) 논의 과정에서 이 문구는 

사라지고 대신에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

를 강화하고, 국제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안으로 변

화하였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입양절차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즉, 친생부모로부터 분리, 입양적격 결정, 양부모 자격 조사, 입양

결정, 후속조치 등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가능한 한 태어난 친생 부모와 가정에서 보호

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95) 부모의 보

호에서 벗어난 아동에게 당사국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

가 있다. 입양은 아동이 친생부모의 보호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 후에 친가정에 재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소진된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단계이다.296) 각국의 입양법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무에는 권한당국이 

친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동을 유기하거나 학대할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포함된다.

실제 법원의 아동 입양 결정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 입양에 대한 결정례

pp. 341-354 에서 재인용.

294) Id., UN CRC 제21조의 1982 워킹그룹 초안은 “1. the States Partie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undertake measures, where appropriate,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adoption of the child” 였다.

295) 관련 조항은 UN 아동권리협약 제5조, 제7조, 제9조, 제18조이다.

296) UN Doc. A/RES/64/142 (2010). Annex.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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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가정과 입양가정 양육 간 판단

Doan Thi Hoang Anh v. Nelson 케이스297)는 1976년 미 아이오와 

주에서 있었던, 베트남인 친모가 이미 입양된 자신의 친아들을 입양부모

로부터 되찾는 신병인도298) 요청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 판결은 친모가 

베트남에서 아동을 고아원에 의탁하였으나, 어떠한 서면 형식의 입양동

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아동을 고아원에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

론을 내렸다. 입양부모에 의해 이미 아동이 양육되고 있었으나, 친부모의 

양육권을 우선하는 법률에 따라 아동의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결

했다.

이 판결에는 아동을 입양부모에게서 친모에게로 신병인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은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 재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입양부모의 양

육과 친부모의 양육 간에 어느 쪽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297) Doan Thi Hoang Ahn v. Nelson 245 N.W. 2d 511 (1975).

     판결문상에 나타난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1975년 4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개입을 끝내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Bihn은 Operation Baby Lift라고 

불리는 남베트남 정부의 몰락 직전에 미군에 의해 베트남으로부터 소개(evacuate)

된 수백명의 아동들 중 한명이었다. 원고(친모)는 당시 사이공 복판에 위치한 자신

의 집에서 7명의 자식들과 함께 자신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을 위험을 피해 탈출

하였다고 증언한다. 남편은 이미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되었다. 탈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1975년 4월 23일 경, Anh은 자식들을 Friends of Children of 

Vietnam (FCVN)이라는 기관에 맡겼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그녀는 이 기관의 

대표인 Ross Meador에게 아이들을 나라 밖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아이들 각각의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입양될 

수 있다는 것에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녀는 아이들의 입양동의를 

거부하였고, 큰 딸에게 2년동안 동생들과 반드시 함께 있으라고 당부했다. 또한 향

후 아이들을 찾기 위해 이 기관의 콜로라도주 덴버의 주소를 확보하였다. 아이들을 

FCVN에 맡긴 이후, Anh은 다른 보트피플들과 함께 베트남을 탈출하여 우여곡절 

끝에 1975년 8월 5일 캘리포니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즉시 적십자를 통해 아

이들의 행방을 찾았고, FCVN이 이들을 덴버로 데리고 간 것을 확인하였다. Anh은 

교회의 도움으로 일부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았으나, 막내아들은 이미 입양이 되

어 양부모인 Nelson의 가족과 머물고 있었다. Bihn을 정성껏 돌본 입양부모는 아

동을 자신들이 키우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Anh

은 아동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298) Id., ‘Habeas Corpus’는 원래 자유를 박탈당하고 구금된 개인의 상태의 적법성을 구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아동의 적절한 양육권 (custody)를 다투는 것으로도 확

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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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정이었다. 아동의 입양을 취소하고 친가족에게 신병을 인도하는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판사는 아동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아동의 ‘현

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이익을 형량하고 아동의 최

선의 이익을 판단하고자 하였다.299)

판사가 아동의 이익을 평가하기 위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실정법300)과 판례301)의 아동 양육에 대해

서는 친부모가 가장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친형제 혹은 자매와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302)

셋째는 입양가족이 아동을 상당기간 동안 적법하게 보호, 양육, 교육

하고 있었고, 아동이 이미 이 가정에 애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익숙한 

양육환경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데는 그에 상응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아동의 양육과 입양을 결정

하는데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의 결정을 위해 아동의 장기적 이익에 대한 요소를 

추가하였다. 즉, 아동이 미국인인 입양부모에게서 양육될 경우, 아동은 

자신의 베트남의 문화적 유산과 언어로부터 멀어지고 친가족과의 유대를 

잃어버리게 될 우려를 고려하였다.303)

재판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아동의 장단기적 이익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아동심리학자는 아동의 단기적 이익에 대해 ‘갑자기 

양육자와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아동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우려’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장기적 이익에 대해 ‘이후 아동의 성장 

299) Id., "We must determine whether Binh's best interests lie with Anh, his 

natural mother or with Nelsons who had cared for him since May 1975. 

To an unusual degree we are here faced with a difficult and perplexed set 

of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careful study of the facts we are here 

required to weigh and apply several different legal propositions."

300) Id., Code section 633,559

301) Id., Hulbert v. Hines, Iowa, 178 N.W.2d 354, 361.

302) Id., “brothers and sisters should not be separated."

303) UN CRC 제20조 제3항에서도, 아동의 대안양육을 고려할 때는 아동의 성장시에 아

동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지속됨이 바람직함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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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입양가정

보다는 친가정에서 양육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견해 등을 통해 판사는 친

모의 아동신병 인도 요구에 대해 친부모의 양육을 우선시하는 실정법을 

뒤집을만한 어떠한 이유도 입양부모로부터 제시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친모에게 아동의 신병인도를 결정했다.304)

미국 법원에서 아동의 양육에는 친부모가 최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는 대표적 판례305)에서 친부모 양육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며, 이것 없이는 인간의 비인간화와 가정유대의 붕괴

와 인간본성이 파괴되고, 인류의 번식과 존속이 불가능해질 것이다'.306)

단순한 친권 보호나 가족 관계 차원이 아니라, 공시적·통시적 인류의 생

존에 대한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07)

(2) 친부와 입양가정 양육 간 판단 : ECtHR

유럽 가족법에 미혼 친부의 친권과 아동입양 동의권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 유럽인권재판소의 Keegan v. Ireland 케이스에서는 위 

판결과는 대비되는 결론에 도달한다.308) 일단 ECtHR는 아동의 입양적격 

304) Supra note 297. 판사의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다. “두 가정 모두 Bihn에게 좋은 

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넬슨은 아이를 잘 양육했으며, Bihn이 이 가정을 떠

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 결정으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Bihn의 신병인도가 이루어진 후에도 Anh과 Nelson 가정 사이에 

서로 연락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아동을 입양가정에서 친모에게 인도하는 결정에 

대해서 판사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다.

305) Supra note 301.

306) Id., "this presumption is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society, for 

without it man would be denaturalized, the ties of family broken, the 

instincts of humanity stifled, and one of the strongest incentives to the 

propagation and continuance of the human race destroyed."

307) 이러한 미 주법원의 판단과 제5장의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친권에 대한 판단과 비교해 

볼 수 있다.

308) ECtHR Keegan v. Ireland (26 May 1994) (Application no. 169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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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절차에 있어서 국가(아일랜드)가 ECHR 제8조를 위반하여 친부의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아동의 양육에 대해서는 입

양부모의 지속 양육을 결정한 아일랜드 법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미 

입양가정에 정착한 아동이 익숙한 양육환경에 머무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미혼 생부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생모의 동의만으로 진행

된 혼외 딸의 입양 절차에 개입하여 아동의 양육권을 주장하였다. 1심법

원은 생부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에 

친부의 후견권에 대한 판단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혼외 출생아동의 부

의 후견권에 대해, 당시 아일랜드의 아동법과 아동후견법은 혼외 친생부

에게 후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할 뿐이지 혼인 중의 아버지

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대법원은 아동의 친

부에게 후견권을 부여할 것인지 아동의 입양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

다. 이후 항소심법원은 이미 출생후 상당기간 동안 입양부모의 양육과 

보호 하에 있었고 입양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이 친부의 양육으

로 옮겨질 경우의 아동의 트라우마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양결정

을 내렸다. 이에 대해 친부는 ECtHR에 제8조 가정생활의 권리를 침해당

한 것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309)

ECtHR는 동 건에 대해 청구인인 생부가 친딸과 가족관계를 이미 형

성하였고,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특

히 아일랜드 법과 정부의 조치가 아동의 입양 절차에 있어서 생부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ECHR 제8조를 위반하여 

309) CoE ECHR 제8조.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2. There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with the exercise of 

this right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ir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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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결국 생부

와 딸이 애착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저해하고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친부

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ECtHR는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의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인용하고 있다.310) 아일랜드 정

부가 친부의 입양동의 없이 입양부모에게 아동의 양육을 맡긴 것은 청구

인(친부)과 딸이 애착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았

다. 청구인이 입양부모와의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ECtHR는 아일랜드 정부가 

가족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방지해야할 ‘민주국가’로서

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

면서도 아동은 입양가정에서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

다. 해당 발달단계의 아동에게는 이미 애착이 형성된 주된 양육자를 변

경하는 것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한 결과였다.

(3) 성적 지향과 입양부모 자격 : ECtHR

2002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입양부모의 자격을 거부

당한 프랑스 남성이 프랑스 복지부서를 상대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침

해당했다고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

합하는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311) 프랑스 법은 성적지향

을 이유로 입양을 금하고 있지는 않다. 프랑스에서 국제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는 우선 아동복지 담당부서에서 양부모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

다. 청구인은 이 심사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입양부모의 자격을 거부당

310) UN CRC  제7조 제1항.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311) ECtHR Frette v. France (26 May 2002) (Application no. 365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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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향후 국제입양 재판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

여 ECtHR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8조는 가족을 형성할 권리, 입양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입양에 대

한 판단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대한 판단기준이 되어

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아동입양 담당 부서의 판단은 청

구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평등권 침해 차원이 아니라, 입양될 아동의 최

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 3 절 아동 최선의 이익의 절차적 보장

1. 공적기관의 책임과 적법 절차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개별 아동에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

해서도 실현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1항

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이행 의무 주체와 보호대상인 아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2항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해 당사국이 친권과 후견

권에 대해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

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312)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리가 작동하는 전형적인 모습은 부모의 친권과

의 충돌의 접점에서 발현된다. 공적기관이 아동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친

312) UN CRC 제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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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개입하기 위한 근거를 이 법리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법절

차가 각국의 아동보호법제에 마련되어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도 이 원칙은 무엇보다도 ‘절차에 대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13)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를 충족하기 위

한 절차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적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과 이를 보장하는 ‘절차적 안전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

분의 국가에서는 절차적 안전망으로 법원에 의한 판단 절차를 두고 있

다.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최선의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2. 아동 최선의 이익 판단을 위한 요건

가. 판단 주체 : 권한 당국

아동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는 부모가 친권에 기반하여 아동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본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최

우선적으로 아동이 친부모에게서 자라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314) 유럽

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권리 보호 역시, 부모와 자녀의 

양육관계를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당사국이 이를 보장할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국가가 가정의 아동양육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

원하는 근거도 나오는 것이다. 친권과 후견권의 행사에 대한 보장은 아

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 한정된다.315)

친권이나 후견권이 아동 최선의 이익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공적

기관의 직권적 개입과 판단이 요구된다. UN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아

동권리에 관한 국제규범은 이럴 경우 판단의 주체는 반드시 권한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공적인 아동보호 조치

가 동반되어야 한다.316)

313) UN(2013), supra note 283, para. 6.

314) UN CRC 제9조, 제5조.

315) UN CRC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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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주체도 매우 중요하다. 아동은 연령에 따라 다양한 발달과정

에 있으므로, 성인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아동 조사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된다.

아동기의 심리와 발달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만이 

관련 사항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각각의 아동이 처한 상황과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 조사 

결과에 근거한 최종 결정은 권한당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적법 절차

가 요구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조사에는 가능한 다학제적 전문가 

팀이 수행하되, 결정 절차는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317)

따라서 ‘권한당국’이라는 의미는 법과 절차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부

여받은 당국이라는 점에 더해서, 단순히 관료적 개념이 아니라, 아동 최

선의 이익의 판단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

하고 있다. 즉, 가정, 사회복지, 상담기법, 입양가정 조사, 영유아의 정신

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 등, 아동입양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판

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

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당국들은 그 의

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318)

나. 주요 판단 요소  

아동 최선의 이익의 판단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각각의 사례에 대해

서 사실과 상황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비슷해 보이는 

316) UN CRC 제18조-제21조.

317) UN(2013), supra note 283, para. 94.

318) UN Doc. CRC/C/Add.68 (1977), para.31 에서는 ‘(...) these authorities should 

be adequately trained to be able to fulfil their responsibilities(...)’라고 설명하

고 있다; Vite, S. & Boechat, H.,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21 Adoption, (Martinus 

Nijhoff, 2008) 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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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일지라도 한 가지 사실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경중의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관련 요소들을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319)

구체적인 조사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서 아동 최선의 이익 판단을 위해 포함되어야 한다고 특정하여 제시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의견, 아동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들, 아

동의 가정과 인간관계의 유지, 아동의 양육·보호·안전, 아동이 특히 취약

한 부분 (예를 들면, 장애, 소수민족, 난민, 학대피해 등), 건강권, 교육받

을 권리 등이다.320)

UN 아동의 대안양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의 

조사는 필요한 사실과 정보의 수집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한다. 아동

과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심리적 의학적 사회적 법적 지위와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친가족 양육의 가능성과 바람직함, 한시적으

로 분리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 치유되어 친가족과 재결합 가능성, 이

러한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장기양육을 위한 입양조치의 필요성 등

이 포함된다.321)

국내법에서 제시하는 요소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다. 미국의 보건복

지부는 각 주의 가족법과 아동보호법제에 규정된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

단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 포함된 내용은, 아동과 아동의 부

모 형제자매 그외 가족들 양육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 부모가 안전한 의

식주와 의료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

강상 특수한 요구, 부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가정폭력의 존재 여부 등

이다. 또한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과 아동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322)

다.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

319) UN(2013), supra note 283, para.50.

320) Id., para 52-79.

321) UN(2010), supra note 99. 

322) U.S. HHS (2013), supra note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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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개별 사례가 공적기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과 절차에 기준이 있다고 하여,

해당 아동에 대해 일률적・일방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개별 아동의 상황

에 대한 개별적 조사, 검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323) 앞서 송출국 법

제에서 설명하였듯이, 아동의 입양과 같이 안전과 신분에 절대적 중요성

을 가진 결정도 일괄적이고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각각의 사례를 구성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결정이냐에 따

라서, 어떤 요소에 더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는 제각기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개별 사례에 맞는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에 기반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

아동의 가족관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부모의 학대나 폭

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아동의 이익을 판단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

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원칙

을 찾기는 힘들다. 다만,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전반적 발달과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에 기반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324)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동은 계속 발달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변화할 수 있다. 아동이 나이

가 들고, 어떠한 발달 단계에 도달했는가에 따라서, 아동이 스스로 결정

하거나 아동의 견해를 반영해야 하는 정도는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한

번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

에 따라 정기적으로 새로이 리뷰하고 조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

차를 보장해야 한다.325) 아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정

확하게 피력하고, 이를 결정에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의 정도가 계속 변

323) UN (2010), supra note 99, para.6 (All decisions (...) should be made on a 

case-by-case basis.)

324) Id., para. 80-82.

325) Id., para.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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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으므로 이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 주어야 하

는 것이다.

3. 법원 판단과 절차적 안전망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절차적 안전망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거친다는 사실만

으로 아동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원 절차가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호주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친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각국 판례에 대표적

으로 등장하는 첨예한 케이스는 부모의 동의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것이

다. 특히 아동의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적 처치나 아동권리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는 의료적 시술에 대한 부모의 동의권의 한계에 대한 판

단을 통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리가 구체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이 법리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일명 Marion 케이스라고 불리는 1992년 호주 최고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의 결정은 친권에 기반한 부모의 동의권에 대한 한계와 국

가의 개입조건,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단의 기준과 절차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례이다.326) 이 판례에서 호주 최고법원은 해당 

케이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당 시술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러한 판단을 위한 법적 절

차의 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 친권의 한계와 법원의 관할

14세 여자 아동 Marion(가칭)은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전증 보행장애

가 있고,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아동이다.

326) Department of 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v. JWB and SMB [1992] HCA 

15; (1992) 175 CLR 218 (6 Ma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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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부모는 딸에 대한 불임수술을 원했다. 호주법상 이러한 수술은 

적법한 동의가 있으면 시술이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는 친권자의 동의로 

적법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였다. 이러한 청구

에 대해 아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인 보건사회부가 아동보호

를 위해 개입하였다.

보건사회부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후견적 대리권은 아동의 불임수술

과 같은 사안에 대한 동의권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결정은 법

원의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아동의 부모는 불임수술은 친권의 통상

적 동의권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이고, 가정법원의 개입은 선택적이며, 법

원이 개입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감독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이에 해당 가정법원이 자신이 관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최고법원의 판단을 요청한다. 해당 지역 가정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최고법원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요청한다. 아동의 부모가 (i)법원의 결정 

없이도 아동의 불임수술을 의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와 (ii) 만약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면, 이는 a) 이 수술을 진행하도록 

허가할 관할인지, b) 부모가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이 사안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관할인지, c) 부모의 동의를 허가할 관할인지 여

부에 대한 것이다.

나. 아동최선의 이익과 친권의 한계

이에 대해 호주 최고법원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관할과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우선 친권의 범

위와 한계에 대해 규정하였다. 친권은 아동을 일상적으로 양육하는 상황

에 근거하고 있으며, 매일 매일 일상적인 동의권은 친권의 영역에 자연

스럽게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동에게 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호주법에 의거, 친권의 동의권을 넘어서 아동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

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경우 동의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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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목적이 친권행사의 보장보다 더 

큰 경우이다.

이 사안의 판단 대상인 불임수술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부모의 친권에 기반한 동의권에 의해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불임화 수술은 호주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의사

에게 형사책임 없이 시술 가능한 의료적 시술의 범주에 들어온다. 문제

는 이 사안이 친권을 가진 부모가 법률행위 대리인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모의 후견권으로 적법한 동의를 행사할 수 없고, 아동에 고유하게 

속하는 권리라고 판단되는 의료 시술의 속성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시술인 경우, 둘

째, 근본적인 인권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는 시술인 경우, 셋째, 이로 인

해 박탈되는 권리가 중대한 권리라고 여겨지는 경우, 넷째,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절차가 법원이 아닌 다른 절차에 맡겨질 때 잘못 판단

될 위험이 큰 경우, 다섯째, 법원의 개입이 없다면, 부적절한 사유로 그 

시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여섯째, 법원의 개입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관련자들을 그 결과에 대한 비난과 

책임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기준을 해당 사안에 적용해 보았을 때, 첫째부터 셋째 조건은 불

임수술을 인간의 생식권 혹은 재생산권이라고 불리는 핵심적 인권에 속

하는 자녀를 낳은 가능성을 아동기에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로서 당

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조건은 의료인 등 전문가들의 판단으

로 법원의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

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판단

은 의료적 전문성만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다섯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출을 사례로 들었다. 여섯째 조건은 해당 시술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의료인들의 적법한 의

료행위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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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의 관할과 각계 전문가 참여 

결론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적 처치는 부모라

고 할지라도 친권에 기반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

라서 법원의 관할은 친권자의 동의를 허가할이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

니다. 법원은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

부를 스스로 조사, 판단, 결정하는 관할을 가진다. 따라서 법원 절차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방법

을 가지고 절차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정분야의 전문가의 판단이 법원절차를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동에게 불임수술이 필

요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특정분야

에 국한된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일 뿐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

단은 의료적 전문성 뿐 아니라, 아동심리 발달단계 및 아동권리에 대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장단기적 이익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한

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논의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법원 절차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 재판 과정에도 next friend라고 하는 아동권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해당 아동을 대표하기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다수 참여

하여, 이전 영미법계 법정에서 진행된 아동의 의료적 시술에 대한 친권

의 동의권에 대한 판례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제 4 절 UN 규범의 한계와 대안

1. 아동입양에 대한 국제 인권규범 

1986 UN 아동보호선언과 1989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국제입양

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이를 규율하기 위

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입양의 무분별한 확산의 원인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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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수

령국과 송출국의 아동보호에 관한 국내법제의 격차가 아동의 국제입양 

문제의 원인임을 주목하고,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로 합의

할 수 있는 국제 최소 기준으로 정리해 낸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 수령

국과 송출국을 막론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국내법제가 갖추어야할 아동 

권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친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보장,327) 부적절한 친권에 대한 당사국

의 개입의무,328)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에 대한 당사가의 특별 보

호 의무, 가정으로부터의 분리절차와 대안양육 결정에 대한 공적기관의 

의무,329)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입양적격의 공적기관에 의

한 결정,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 입양을 통한 재정적 이익의 금

지,330) 착취 목적이 없는 아동매매의 금지,331) 정체성을 알 권리332) 등 

당시까지 논의되어 온 입양과 관련된 아동권리에 대한 법리와 원칙을 총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가장 단 기간 내에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인권협

약 임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 발효 이후에도 아동의 국제입양 현상은 크

게 개선되지 않았다. 1987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입양 아동의 숫자는 매

년 급속하게 증가한다. 1987년 연간 2만여명 수준에서 2004년에 4만5천

여명으로 늘었다. 1990년대에는 거의 모든 대륙에서 아동의 국제입양과 

관련된 아동매매와 trafficking 및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다. 많은 

논란 속에서 아동의 입양법제에 대한 국제인권 규범에 대한 합의를 이루

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아동보호 효과에 대해서는 무력한 모습이라

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협약이 특히 아동입양의 규율에 대해서 효과적

이지 못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327) UN CRC 제7조, 제9조; UN Doc. A/RES/41/85 (3. Dec. 1986) 제3조

328) Id., CRC 제19조, UN(1986) 제4조.

329) Id., CRC 제20조, UN(1986) 제8조.

330) Id., CRC 제21조, UN(1986) 제13조-24조.

331) Id., CRC 제35조.

332) Id., CRC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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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공법과 입양의 규율

입양제도는 가족제도의 근본적 관계인 부모 자녀의 관계 성립을 규율

한다. UN 규범은 이러한 사적관계에 당사국 공적기관을 통한 개입을 세

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제21조 유효성은 각국의 문화와 전통의 차이에 오는 가족법 규범간 격차

의 문제에서 한계에 부딪쳤다.

미국은 UN 회원국중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도 아직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333)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동의 보호,

양육 등 관련 사안이 각 주정부와 주법원 관할이며, 협약을 비준해야 하

는 연방정부의 관할을 넘어서는 조항이 아동권리협약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334) CRC가 미국 내에

서 발효될 경우, 주정부의 관할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며, 그

러한 관할 충돌 중에 입양제도가 주요한 이슈로 포함되어 있다.335)

한편, UN 아동권리협약 가입국 중 이슬람 국가들은 제21조 규정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입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의 전통적 가족법

인 샤리아 때문이다. 제21조의 도입문구에서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국가

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법과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최소 기준 간의 합의를 도

출하지 못한 결과는 이 협약에 대한 유보로 나타난다. UN CRC에 대한 

대대적인 가입과 폭넓은 유보는 아동권리를 단순한 레토릭으로 여기고 

가입국들이 협약상 의무를 심각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

도 있다.336) 47개국이 비준시 유보와 해석선언을 제출하였으며, UN 아동

권리협약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놓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허용될 수 없

는 유보라는 비판이 있다.337)

333) Supra note 41, UN Treaty Collection Database 참조.

334) Blanchfield, L.,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ackground and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2010) pp.17-18.

335) Id., p.8

336) Sahovic (2012), supra note 266, pp.48-49. 

337) Schabas, W. A.,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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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21조는 협약문 협상 과정에서 논쟁이 가장 컸던 조항답게 가

장 많은 유보가 몰려있는 조항이다. 협약 비준시 제21조를 유보한 국가

는 14개국 이었다.338)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이

란, 요르단, 몰디브, 모리타니아, 카다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이슬

람 국가들이다.339) 이들 국가의 유보내용은 이슬람 샤리아와 충돌이 있

거나 이슬람 교리에 따른 국내법과 대치되는 내용을 특정하여,340) 혹은 

일반적341)으로 교리와 배치되는 것은 이행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제21조 문안 논의과정에서도 예상되었던 사태로, 워킹 그룹 논의과

정에서 제21조의 도입문구에 ‘입양제도를 허용하는 국가에 한하여’라는 

전제를 붙이기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나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유보를 제

출하였고, 이러한 유보에 대해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하

였다. 그러면서도 이 반대의견이 자국과 해당 국가 간의 협약 효력 발생

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342) 제21조의 전

제에 비추어 보아, 이슬람 국가들의 유보는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라

Child", Human Rights Quarterly, vol.18 (1996), pp.473-475.

338) Supra note 41, UN CRC 비준현황 참조.

339) Id., Kuwait는 CRC 제21조에 대해 입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국법과 관련한 해석

선언을 하고 있다.

340) Id., UAE의 유보내용은 특정한 유보의 내용이다.

     (...) Article 21: Since, given its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Islamic law, 

the United Arab Emirates does not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it has 

reservations with respect to this article and does not deem it necessary to be 

bound by its provisions.

341) Id., 사우디아라비아 유보내용은 일반적 유보의 내용이다.

     [The Government of Saudi Arabia enters] reservations with respect to all 

such articles as are in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Islamic law.

342) Id., 예를 들어 스웨덴은 “A reservation by which a State party limits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Convention by invoking general principles of 

national law may cast doubts on the commitments of the reserving state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and, moreover, contribute to 

undermining the basis of international treaty law. It is in the common 

interest of states that treaties to which they have chosen to become 

parties also are respected, as to object and purpose, by all parties. The 

Government of Sweden therefore objects to the reservations.

      “This objection does not constitute an obstacle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between Sweden and (...)"

     다수의 유럽국가와 호주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objection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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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유럽국가들

의 반대의견 또한 법적인 의미라가 보다는 이에 대응하는 시위적 의미일 

수 있다. UN 인권협약에서 벌어진 대표적 문화적 충돌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제21조의 적용을 자국내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들

의 가족적 전통을 적용하고, 동 조항을 배제한다고 유보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국내법에서도 원주민들의 가족제도와 아동양육에 대해서는 법제

보다는 이들의 관습과 전통을 우선시하는 사정에 따른 조치이다.343)

3. 아동보호법제의 격차

국제입양에서 수령국과 송출국의 구분은 자국내에 아동보호제도를 갖

추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격차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이다. 국제사회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최소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대표적인 국제입양 수령국인 미국은 UN CRC를 비준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의 입장은 UN CRC의 친권과 가족제도에 대한 규정이 연방제인 미

국의 상황에서 관할 충돌을 일으킨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는 미

국이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으로서의 아동권리협약을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제출된 UN CRC 비준에 대한 미의회연구소의 

정책보고서에서는, UN의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규율 수준을 

미국의 국내법에 의한 아동보호 수준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 따라서 미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의의는 자국의 아동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목적이 더 크다고 평

가하고 있다.344) 즉, 국제협약에 비준하는 것이 자국내 아동보호 수준을 

343) Id., the Government of Canada reserves the right not to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to the extent that they may be inconsistent with 

customary forms of care among aboriginal peoples in Canada.

344) Blanchfield (2010), supra note 33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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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데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송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기준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정

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실상 많은 송출국들이 UN CRC 제21조에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국 내 아동의 복

지를 위해 국제입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345) 1986 UN 아동보호선언에서부터 매우 상세하게 송

출국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법

적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의 선언적 제시는 이미 제도

화된 송출국의 국제입양 관행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아르헨티나와 베네주엘라의 제21조에 대한 유보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 국가의 유보의 대상은 국제입양을 아동의 복리를 위

한 보호형태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가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제21조(b)부터 (e)항이다. 당시 남미에서는 국제입양에 따른 스캔들

이 빈발하고 있었다. 자국 상황이 다른 당사국들과 달리 아동보호 체계

에서 취약함을 감안하여, 이러한 국제입양의 허용조항이 자칫 국제입양

의 편리함에 국가정책이 기울어 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346) 아동

의 입양제도를 보호수단으로 허용한다면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입

양에 대한 스캔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정반대의 의도로 제21조(a)를 유보하고 있다. 입양제도를 가지

345) Pillotti, F., Intercountry Adoption: Trends,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 for 

the 1990's, Childhood, vol.1 (1993), p.173.

346) Supra note 41, UN CRC 비준현황 참조.

      The Argentina Republic enters a reservation to subparagraphs (b), (c), (d), 

and (e) of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declares that those subparagraphs shall not apply in areas within its 

jurisdiction because, in its view, before they can be applied a strict 

mechanism must exist for the legal protection of children in matters of 

inter-country adoption, in order to prevent trafficking in and the sale of 

children

     Venezuela

     Article 21(b) : The Government of Venezuela understands this provision as 

referring to international adoption and in no circumstances to placement 

in a foster home outside the country. It is also its view that the provision 

cannot be interpreted to the detriment of the States obligation to ensure 

due protection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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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면서, 제21조(a)를 유보하고 있는 당사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 

조항은 아동의 입양결정을 권한당국이 즉, 책임있는 공적기관이 결정하

여야 한다는 의무이다. 한국은 입양제도를 아동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

기 위한 나머지 조항들은 채택하면서도 입양결정을 공적기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핵심조항만을 유보하고 있다.347)

한국의 제21조(a) 유보에 대해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국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회의를 계기로 수차례 지적하면서, 유보철회를 촉구

해왔다. 1996년 한국의 UN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첫 번째 국가보고서

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는 한국의 협약 가입시의 유보가 협약의 원칙과 조

항들과 양립가능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한다.348) 2003년 검토회의에서

는 어조가 훨씬 강경해 지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민법의 개정을 통해 21

조(a)의 유보를 철회하고 1993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349) 가장 최근인 2011년 검토

회의에서도 아동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권한당국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21조(a)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

려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350) 20여년 전부터 UN 아동권리위

원회와 UN의 주요 협약기구들은 한국의 아동의 입양제도에 대한 우려

와 문제를 제기하고, 법제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송출국과 수령국 간의 법제의 격차를 수정하기 위한 국제인권규범을 

347) Id., Republic of Korea

     Reservations: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itself not bound b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of article 21 and sub-paragraph (b) (v) of paragraph 2 of 

article 40.

     On 16 October 200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formed 

the Secretary-General that it had decided to withdraw the reservation in 

respect of article 9, paragraph 3 made upon ratification.

348)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15/Add.51 (13 Feb. 1996), para.8.

349)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15/Add.197 

(18 Mar. 2003), para.10.

350) UN Doc. CRC/C/KOR/CO/3-4 (6 Oct. 2011), para.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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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으나, 결국은 양자 간의 이행능력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귀

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UN 인권협약의 가장 주요한 이

행보장 수단은 협약 기구에 의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이를 통해 권유된 사안은 당사국의 국내법적 정비가 이

루어지고 지적된 조항에 대한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된다. 한국의 

경우는 국제입양의 송출국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부 당사국의 경우에 

아동입양에 대한 협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법제의 

개선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과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가족법제, 아동보호법제를 대폭 정비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의 

양육, 보호를 위한 가족지원과 대안양육을 위한 경제적 자원과 사회복지

적 제도를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대해 새로운 국제적 규율 체계가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통해서 등장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국제사법 체계에 의한 규율인 1993 헤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

택한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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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령국 국제입양 절차 규율

제 1 절 국제입양 규율의 실효성 확보 

1. 국제사법 체계에 의한 규율

1980년대 후반부터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아동권리 전문가들을 중심

으로 국제입양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등장한다. 헤이그국제사법

회의는 국제거래 등 사법관계에 대한 국제법 규범통일을 주로 다루어 온 

국제기구이다. 인권규범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351) 사

법협약에 가족법 관련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동과 관련된 협약에 

대해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여 왔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아동의 국제입양에 있어서는 최초의 국제협약

이 논의된 장이기도 하다. 1965 헤이그협약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제

입양 아동의 보호를 위해 준거법, 입양재판의 관할권, 외국법원의 입양재

판의 승인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후 유럽평의회

와 UN 등으로 확대되고 논의내용도 아동권리에 대한 규범 등으로 심화

되어 갔다. 주된 수령국은 미국과 유럽국가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동입양 논의는 자연스럽게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그룹

의 네트워킹도 자연스럽게 이 장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당시 사무총장인 

Hans van Loon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의제화를 주도한 것도 주요했다고 

생각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1988년 제16차 총회에서 제17차 총회의 아젠더

에 외국으로부터 입양되는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협약의 준비를 포함시

킬 것을 의결하였다.352) 당시 UN 아동권리협약에 국제입양에 대한 논의

35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3조 (2)에 의거, 헤이그협약의 ‘수탁자’(depositary)는 다

른 국제사법협약과 마찬가지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위치해 있는 네덜란드의 외무

부가 담당하고 있다.

352) J.H.A. van Loon (1990), supra note 29,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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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으나, 유럽 수령국들은 국제입양의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

었고, 국제입양과 관련된 사적 주체들을 규율할 방법을 논의하기에 효과

적이라고 판단되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

하기로 합의하였다.353) 수령국 스스로 아동매매와 같은 국제규범 위반 

혐의를 받거나, 이를 유발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UN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원칙은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회원

국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헤이

그국제사법회의에서 새로운 국제입양에 대한 협약의 필요하다는 데에 합

의한 배경에는 아동의 국제입양이 심각하고 복잡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층위의 법적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법

체계가 미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354) 당시에 이 협약이 지

향해야 하는 목표로 제시된 것은 실효성 있게 회원국을 구속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고, 감시체계를 마련하며, 아동의 출신국과 수령국 간의 커

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두 나라간의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었

다.355) 협약 실효성과 이행확보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유럽평의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 등 국제법의 장에서 논의되어 온 아동의 국제입양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집대성하고, 이 원칙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절차를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 출신국들의 참여

가 필수적이므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제17차 총회

에는 임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실제로 협약의 문안 협

의 과정에서 비회원국인 송출국들이 다수 참여하였고, 협약의 비준대상

에도 포함되었다.356)

이 협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가장 많은 가입국357)을 가진 협약

353) Id.

354) Parra-Aranguren (1988), supra note 21, para.4-7.

355) Id.
356) Id.

357)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현황은 2016.9.21 현재 98개국이 비준했다. 헤이그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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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으며, 이후 아동보호와 가족관계에서 대한 협약358)으로 계속 확

대되고 있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무게중심이 가족법과 아동보호를 중

심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계기로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법 

체계와 헤이그를 중심으로한 국제사법 체계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보

다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국제규범 체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공법 원칙을 당사국 정부당국의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의무로 세분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당사국의 의무이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

2. 수령국 위주의 국제입양 규제

가. EU 주도의 동유럽 국가 입양개혁

1990년대 들어 아동의 국제입양의 규모는 UNICEF 등에 따르면, 연

간 2만명에서 3만3천명으로 파악되며, 이는 80년대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증가세였다.359) 아동입양에 관련된 스캔들은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

카, 아프리카 모든 대륙에 걸쳐 일어났다. 특히 동유럽 체제 변화 과정에

서 루마니아에서 벌어진 국제입양 사태는 국제입양의 지형 변화에 영향

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초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들 국가 국민들

사법회의 회원국 중 67개국이, 비회원국 중 31개국이 비준했다.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69>

     2017.1.19. 최종방문.

358) HCCH,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concluded 19 Oct. 1996, entered into force 1 

Jan. 2002.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concluded 23 Nov. 2007, entered into force 

1. Jan. 2013.

359) UNICEF, State of World's Children 2005, (2005); Selman, P.,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New Millenium: the "Quiet Migration" Revisited", Population 
Research & Policy Review, vol.21 (2002), pp.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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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악한 생활모습과 함께 어린아이들의 고통이 서구 미디어에 집중적

으로 노출 되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에서는 각각 수만에서 십만이 넘는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의 고아

원에 집단 수용되어 있었다. 좁고 불결한 환경에서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처참한 모습이 서구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다. 특히 가

장 심각한 나라는 루마니아였는데, 차우체스크 정권 하에서 국력강화를 

위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표로, 낙태 피임을 금지하고 한 가구당 5명 

이상의 자녀를 낳게 하는 다자녀 정책을 지속해 왔다. 국가 체제가 바뀌

는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버려지는 아동이 급증했고, 이들은 그

렇지 않아도 열악한 고아원으로 집중 수용되었다. 미국의 소위 ‘입양사

회’라고 불리는 시민사회 일부를  중심으로 이들을 미국입양을 통해 구

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1991년 2,600건이 넘는 입양비자가 루마

니아 아동에게 발급되었다.360)

EU는 루마니아가 1993년 유럽연합에 대한 Association Agreement에 

서명하고, 가입절차를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유럽연합체로 통합될 수 있

는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많은 분야에서의 개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루마니아는 각종 인권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했다. 1989 아동권리협

약,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도 포함되었

다.361) 유럽연합 통합이 진행되면서 특히 전 세계적인 여론의 관심을 받

고 있었던 아동보호와 국제입양에 대한 개혁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시

설보호 아동을 가정보호로 전환하고, 국제입양 아동의 절차를 정비하는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다.362)

1997년 루마니아의 아동보호 정책 개혁을 위해 사전에 실시한 전수 

조사에 의하면, 98,872명의 아동이 653개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이는 

360) 미 국무부 비자발급 통계,  

<https://www.brandeis.edu/investigate/adoption/romania.html> 에서 재인용. 

2016.10.24 최종방문.

361) 해당 Treaty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Statue of the Council 

of Europe을 1993. 7. 10 비준, UN 아동권리 협약은 1990 비준, 유럽아동입양협약

은 1993 비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1994년 12월 28일 비준하였다.

362) Council of Europe, 2000 Regular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Romania's Progress Toward Accession (8 Nov. 2000),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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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인구의 1.7%에 해당하였다. 이들 중 부모가 아무도 없는 고아

는 1.8%에 불과하고, 13.9%는 부모 중 한명을 잃었다. 50% 이상의 아동

들이 부모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부모와의 연락이 끊겼으

나, 대부분은 법적으로 친권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 48.8%의 아

동이 출생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3.5%만이 사법적으로 유기되

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상태였고, 1.3%만이 부모가 입양동의를 한 아동

이었다 (Strategia de dezvoltare a sistemului de protectie a copilului,

1998:2-3).363)

루마니아는 아동입양관련 법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에 전담

기관을 만들어 서로 다른 부처에서 집행하던 아동보호 관련 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개혁 조치에는 EU의 조언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EU는 루마니아에 아동보호 상태를 긴급하게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투입하고, 전문가 그룹의 진단을 통해서 루마니아 정부가 취해

야할 조치를 조언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실태보고서에 반영하였다.364) 루마니아 사태에 대한 EU의 공동대응

은 EU 수령국 차원에서 국제입양에 대한 태도와 정책에 대한 변화의 주

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은 국제입양에 있어서는 수령국의 입장에서만 서있

었다.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유럽은 송출국과 수령국이 공

존하는 지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유럽이 처음으로 겪는 일은 아

니다. 이 지역은 이미 6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아이들을 

긴급하게 외국으로 이동시켜 보호해야 했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국의 법제정비와 국제사법을 통한 조율로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한 경험

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후 자신들이 수령국이 되었을 때에는 제3세계 아

동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중 기준을 적용했다. 자국의 아동보호 체계와 

국제입양에 이원화된 법제를 적용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국제입양을 유발

363) Camelia M. L., "Social Protection of Children in Public Care in Romania 

from the Perspective of EU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vol.17 (2003), pp.108-109.

364) CoE (2000), supra note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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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럽은 다시 한 번, 20세기 말에 이르러 자기 지역 내에서 송출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만나게 되었다. 유럽연합을 규율하는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은 유럽연합에 새로이 가입하는 송출국

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들 국가들이 효과

적인 아동보호법제를 갖추도록 협력해야 했다.

2000년 유럽의회에 의해 채택된 “국제입양 : 아동의 권리 존중 

(International adoption: respecting children's rights)” 라는 제목의 『결

의안 1443』은 이러한 유럽의 변화된 시각과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

다.365)

“국제입양의 목적은 어떤 가격을 치르고라도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외

국인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366) “(유럽) 의

회는 국제입양이 자본주의적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른 가난한 나라나 

전환기 국가로부터 한 방향으로 흐르는 하나의 시장으로 전락한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가난한 부모에 대한 정신적·금전적 압력, 친부모

와의 거래, 입양을 위한 임신, 입양아동 신분서류 조작, 인터넷 입양 등 

아동입양을 수월케 했던 모든 범죄를 규탄한다.”367)

이와 같은 강한 어조로 그동안 스스로가 주도해왔던 국제입양의 관행

365) CoE, Parliamentary Assembly, International Adoption: Respecting Children's 
Rights, Recommendation 1443 (26 Jan. 2000). 

366) Id., para 1.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adoption must(...) not (be) to enable foreign 

parents to satisfy their wish for a child at any price.

367) Id., para 2. 

     The Assembly therefore fiercely opposed the current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adoption into nothing short of a market regulated by the capitalist 

laws of supply and demand, and characterised by a one-way flow of children 

from poor states or states in transition to developed countries. It roundly 

condemns all crimes committed in order to facilitate adoption, as well as the 

commercial tendencies and practices that include the use of psychological or 

financial pressure on vulnerable families, the arranging of adoptions directly 

with families, the conceiving of children for adoption, the falsification of 

paternity documents and adoption via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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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범죄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수령국은 외국아동이 출신국에서 사는 것보다 부자나라에 입양되는 것

이 더 좋은 것이라는 뒤틀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368)

국제입양 규율의 주안점은 바로 보충성 원칙임을 확인하면서,369) 인

터폴의 협조를 통해서 아동매매와 조직적 범죄집단의 아동입양 관련 범

죄를 근절하는 것을 유럽연합의 목표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370)

특히 새로운 EU 가입국에서 아동중심으로 사회 가족정책을 통해 이들이 

태어난 나라와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유기 방

지, 가정기반의 대안양육 개발, 아동의 시설보호 보다는 국내입양을 지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371)

나. 위기재난 상황에서 아동 입양 규제

아동권리와 입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세의 변화는 전쟁, 기근 등 재

난 상황에 대한 긴급구호적 성격의 아동의 국외이주와 입양에 대한 근본

적인 정책 변화를 불러왔다. 국제입양은 전쟁,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아

동만 분리하여 선진국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여전히 수령국 일부에서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교전지역과 자연재해가 

일어난 국가의 아동을 선진국으로 이주시키고 입양하여 구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372) 그러나 국제기준은 아동의 출신국이 부패와 

368) Id., para 3.

     In many cases, receiving countries perpetuate  in misleading notions about 

children's circumstances in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a stubbornly prejudiced 

belief in the advantage for a foreign child of being adopted and living in a rich 

country.

369) Id., para 4.

370) Id., para 6.

371) Id., para 7.

372) Richards, A., “Bombs and Babies: the Intercountry Adoption of 

Afghanistan’s and Iraq’s War Orpha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Matrimonial Lawyers, vol. 25 (2013), pp.399-424; Bartholet, E., 

“Intercountry Adoption : Thoughts on the Human Rights Issues”, Buff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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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king이 만연하여 아동매매가 의심되거나, 교전지역이거나, 자연재

해로 해당국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동의 국제입양

은 특히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4년 UN 난민기구 (이하 ‘UNHCR’)에 의해 채택된 ‘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

다.

대부분의 부모와 떨어진 아동(unaccompanied minors)은 고아가 아니

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를 찾는 것이지 입양이 아니다.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 No.24’에 따라 입양은 ‘친가족과의 

관계 단절’이 있어야 가능하다. UNHCR의 정책은 위기 상황의 아동은 

입양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의 아동의 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에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373)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05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쓰나미 사태시,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여부를 떠나서, 모든 나라가 부

모와 분리된 아동들에 대해서, 불법적 국제입양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

하라고 권고하였다.374) 이 권고는 해당 아동에게 최우선적으로 가족을 

찾고 부모와 재결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러한 지역에서 

해외로 아동을 이주하거나 입양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시도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구호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NGO인『세이브더칠드런』은 재난 

현장에서 아동을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구호단체의 

중요한 임무이나,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난민아동

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분쟁지역과 재난지역에서 아동보호

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375)

Human Rights Law Review, vol.13 (2007), pp.343-350.

373) UNHCR, Refugee Children : Guideline on Protection and Care, (1994).

374) HCCH, Asian-African Tsunami Disaster and the Legal Protection of 
Children (Press Release, 10 Jan. 2005).

375) Save the Children, Protecting Children in Emergencies, (Policy Brief, Spri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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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실효성

가. 중앙당국에 의한 사적 주체 규율

국제공법인 UN 아동권리협약이 사적 주체인 친부모·입양부모·자녀의 

관계에 대한 규율의 한계를 앞서 논의하였다.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

협약은 친부모·입양부모·입양기관 등 사적 주체들에 의해 주도되던 국제

입양 세부 절차에 대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이들이 지켜야 하는 원칙

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 원칙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규제하는 

것을 협약상 당사국 중앙당국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중앙당국의 주요 의무는 제4조와 제5조에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제4

조에서는 송출국의 중앙당국이 아동의 입양적격의 결정과 국제입양이 아

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5조에서

는 수령국 권한당국이 양친될 자의 자격에 대한 심사, 아동이 입양국에

의 입국과 영주 가능성을 확인할 것을 규정하였다.376) 이는 기존의 국제

입양의 관행에서는 입양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내용이면서도 

입양중개 기관의 결정에 맡겨졌던 사안이었다.

이러한 핵심적 의무 외에도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부모에 대

한 보고서 작성 등 입양절차 전반에 있어서 사적인 입양기관이 처리하던 

절차를 중앙당국의 업무로 정해놓았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국제입양  

아동보호를 위한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해서 송출국과 수령국의 공적인 아

동보호체계와 아동보호법제가 국제입양 과정에 접목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아동보호체계와 국제입양 절차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동권리협

약 등 UN 규범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된 원칙이었다. 이 원칙들은 

헤이그 협약의 규정과 절차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는 효과가 있

다. 이 협약이 원칙을 제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송출국과 수령국

376)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5조; Parra-Aranguren (1988), supra note 21, 

para.180; 석광현(2010), supra note 48,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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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동보호체계가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절차규정을 마련했기 때문

이다.

나. ‘절차’에 대한 규율 강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대 장점은 원

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유보를 불허

하면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국제입양 직접 당사자인 입양대

상 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담고, 그것을 아

동의 출신국과 수령국 정부가 보장하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하는 상세

한 절차법을 탄생시켰다. 국제입양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입양이후의 

사후관리와 입양인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알권리까지 포괄하고 있다.

국제사법에 대한 협약으로 성립하였으나, 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각 회원

국이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아동권리에 있어서 중

요한 국제규범이다.377)

아동입양의 신청을 접수받고 (제14조), 입양부모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하고 이 보고서를 아동 출신국 정부에 송부하고 (제15조),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16조), 입양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 여부 확

인하고, 입양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고 (제17조),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 및 

영주를 위한 조치 (제18조), 아동의 수령국 이동시 안전확보 및 입양부모 

동반 확인 (제19조), 입양이후 양육상황 확인 (제20조) 등 아동입양 절차

의 시작부터 입양후 사후관리까지 세세한 내용을 아동 출신국과 입양국 

정부가 책임지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송출국이든 수령국이든 협약상 상세의무를 국

내법제에서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했다. 1993년 협약 성립 이후 20

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영향으로 아동의 국제입양에 있어서 

‘헤이그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정형화된 절차로 헤이그협약 가입국 들 

간에는 통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헤이그 프로세스는 아동권리보호

377) Supra note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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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국제입양의 표준 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

에서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다. 가입과 발효 절차의 강행규정적 성격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는 엄격한 

가입 요건이 포함된다. 협약 가입 시에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40조).378) 상세한 절차로 규정된 협약상 의무를 온전하게 이행해야 한

다. 또한 이 협약의 가입국 간에 효력 발생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제

44조 제3항에서는 일정 가입국의 가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약국 간에는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379)

이러한 강행규정적 성격이 유보가 폭넓게 허용되는 UN 규범과 달리 협

약 가입과 발효 단계부터 당사국에게 확실한 국내법제의 정비를 요구하

는 효과를 낸다.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다수의 유럽 수령국들은 별도의 이행법으로 

국제입양 절차에 대한 법을 입법하였다. 수령국의 국내 아동 보호와 국

내입양 절차는 이미 유럽아동입양협약 등을 통해 공통 기준이 정비되었

고, 국내법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 수령국내에는 일반적 아동

입양법과 국제입양 절차법이 전체적 헤이그협약 이행체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수령국에게는 이 협약 가입이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고 본

다.

그러나 미국은 예외였다. 세계 최대의 입양국 미국은 1994년 이 협약

을 서명하였으나 2007년에야 비준할 수 있었다. 협약이행을 위한 국제입

양의 절차법으로서, 2000년 제정된 연방법인 『Intercountry Adoption

378) No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shall be permitted. 

379) Such accession shall have effect only as regards the relations between the 

acceding State and those Contracting States which have not raised an 

objection to its accession in the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f Article 48. Such an 

objection may also be raised by States at the time when they ratify, accept 

or approve the Convention after an accession. Any such objec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depos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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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는 2008년에 이르러서야 발효되고 있다.380) 미국의 헤이그협약 가

입이 늦어진 원인은 UN 아동권리협약과 같이, 가족법 관할의 충돌 등과 

같은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기 보다는 미국내의 국제입양 법제와 관행이 

헤이그협약 기준과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헤이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미국내 관련 법제에 큰 변화가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미국내 여론과 관

련 단체의 저항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국제입양에 대한 

중개기관과 재정적 이익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송출국의 문제는 우선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완료하지 

못하고 비준한 경우가 있다. 일부 체약국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입 

반대의견을 제시할 경우 해당 국가들 간에는 협약이 발효하지 않게 된

다. 실제로 아동입양과 관련된 trafficking과 아동매매 사건이 다수 발생

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과테말라에서 대해서는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수령국인 당사국들이 이들 나라의 헤이그협약 가입에 

반대하였으며, 이들 나라 간에는 이 협약이 발효하지 않았다.381) 이 협약

이 발효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국 간의 모든 아동입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헤이그 프로세스에 의한 아동입양은 불가하다. 아동매매

가 우려되는 국제입양은 자국 내에서 불허하겠다는 수령국들의 의지 표

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 프로세스를 벗어난 아동의 국제입

양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위험한 요소라는 국제적 합의가 협약 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송출국의 문제는 유보가 불가한 협약 규정상 자국내 

아동입양법제가 협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준하지 못하는 경우이

다. 이러한 사례로 주목받는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이다. 한국은 

1991년 5월부터 헤이그협약 문안 협의를 위해 당시에는 헤이그국제사법

회의의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주요 송출국 자격으로 제2차 회의부터 참석

380) Intercountry Adoption Act 2000, PUBLIC LAW 106–279—OCT. 6, 2000, 114 

STAT. 825.

38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Adoption, status table, non-members, full status 

report 부분에서 확인 가능.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69>,  

2016.10.17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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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고, 협약문 합의시 서명대상 국가로 포함되어 있었다.382) 국회에서

는 제18대와 제19대, 2차례에 걸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2013년 당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헤이그를 방문하여 직접 협약문에 서명하고 조속한 비준을 약속하였

다.383) 제19대 국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안』이 발의되었으나 2016년 제19대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같은 제목의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2016.9.23. 다시 발의되어 2016년 

말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다.384)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주요한 아동 송출국이면서도 협약 성립 20년

이 넘도록 자국의 아동을 ‘非헤이그 절차’에 따라 입양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현재 미국으로 입양의 대부분은 헤이그 절차로 진행되

고 있다. 연간 100명 이상의 아동을 非헤이그 절차를 통해 입양보내고 

있는 국가는 한국 외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에디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우크라이나이다. 2015년 미국으로 최다 입양국은 중국 2,354명,

에디오피아 335명에 이어, 한국은 318명으로 3위이다.385) 한국이 이 협약

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헤이그협약 비준이 늦어졌던 사

유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국제입양 수월성에 맞춰진 국내법

제와 헤이그협약의 기준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

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헤이그협약이 규범 이행의 실효성과 가입절차를 강화한 조치는 기존

에 존재하던 수령국과 송출국 간의 아동보호법제의 격차를 그대로 드러

382) Parra-Aranguren (1988), supra note 21, para.13.

38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2013.5.25일자);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intercountry adoption’ 항목에서 

“Adoption Notice: The Republic of Korea Signs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May 28, 2013)라는 알림으로 한국의 헤이그협약 서명을 미국의 국제

입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건으로 게시하고 있다.

38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 검색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L5G1G2A3Q1F1N9H0

G4J9M>, 2016.10.24, 최종방문.

385)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Consular Affairs, FY 2015 Annual 
Report on Intercountry Adoption (2016). 

   <https://travel.state.gov/content/adoptionsabroad/en/about-us/statistics.html>, 

2016.10.2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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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는 효과가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국제입양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공감대는 국제입양 

아동의 권리를 수령국이 주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기존에 사

적기관에 맡겨진 입양법제에서는 수령국 국내입양의 기준과 절차와 이원

화된 국제입양 제도를 용인한 것이 아동권리 침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인

정했다고 볼 수 있다.

수령국 국내입양에 적용되었던 보호기준을 국제입양 아동에 적용하고

자 하는 시도는 송출국의 아동송출 과정에 대해서도 엄밀한 기준을 요구

할 수 밖에 없었다. 기존의 송출국의 부실한 아동보호법제에 의해 입양

결정된 아동을 수령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동매매를 야기하는 

국제입양을 지양한다는 협약 목표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서 헤이그 협약 제4조의 의무가 헤이그 프로세스의 주요한 내용으로 포

함되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의한 국제입양 절차를 통칭하는 헤

이그 프로세스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2 절 헤이그프로세스와 아동권리보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문에서 아동의 친가정에서 양육받을 권리

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국제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

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이 그대로 원용

되었다. 헤이그협약 성립의 주요 목적은 국제입양으로 유발되는 아동 

trafficking의 방지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어떤 표준적인 절차를 거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실제의 입양절차로 구현한 것이 헤이그 프로세스이

다. 이 절차가 어떠한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1. 중앙당국 간 상호 협력 의무

가. 중앙당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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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의 성립 배경에는 아동 출신국 내에서 아동 송출을 위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국제입양을 받아들였던 수령국의 

기존 관행을 포기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헤이그국제

사법회의는 수령국 중앙당국은 송출국 중앙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

해 아동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당국간 협의와 협력을 진행하는 구조를 설

계하였다. 이러한 협약 의무 이행을 통해서 수령국 국내아동에 적용되는 

보호수준과 수령국에 국제입양 아동에게 부여되는 보호수준이 수렴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한 구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국의 지정부터 시작해야 한

다. 헤이그협약은 중앙당국을 협약의 전면에 내세우고, 모든 협약상 의무

를 중앙당국과 권한당국의 업무로 만들어 놓았다. UN CRC 제21조 입양

조항과 1967 유럽아동인권협약에서도 아동의 입양결정을 ‘권한당국’에 

의한 것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권한당국이 어떠한 형태

로, 어떠한 지위로,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가와 어떤 절차

로 아동의 입양적격과 최종입양결정을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광범

위한 각국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헤이그협약은 각국 정부가 중앙당국이 어디인가를 부처와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국에 

통보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세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386)

항구적 임무를 부여받은 권한당국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책임소재

가 어디에 있는지가 확정되는 것이다. 한 당사국의 권한당국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각기 대표적인 중앙당국과 소관 사안에 대

한 권한당국이 모두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법무부, 외교부, 복지부가 협

약의무에 대한 중앙당국으로 지정되어 있다.387)

386) HCCH,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 No.1 (2008), pp.45-53.

387) HCCH 홈페이지, 'Adoption' 항목내 ‘Central and other Authorities' 항목에서 확

인가능.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authorities1/?cod=69> 

2017.1.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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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당국간 상호협력 체계

아동의 국제입양 절차에서 진행되는 모든 구체적인 조사와 결정이 양

국 중앙당국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선

언적 원칙들이 모두 중앙당국의 절차적 의무로 전환되어 있다.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 (제4조 a), 국제입양의 결정 (제4조 b), 아동의 입양 동의

절차의 적법성 (제4조 c), 아동의 동의 확보 (제4조 d), 양친될 자의 자격

심사 (제5조), 국제입양 절차에서 부당 이익 금지 (제7조, 제32조), 입양 

사후관리 (제9조), 일부 절차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단체의 허가, 관리,

감독 (제10조), 예비 양부모의 아동 입양 신청 접수 (제14조),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보고서 및 양친보고서 작성 (제15조, 제16조), 아동의 출국 

및 입국 (제18조) 등 모든 절차를 세분화하고, 그 절차에서 지켜져야 하

는 원칙을 제시하고, 중앙당국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당국의 의무는 출신국과 입양국 중앙당국 간에 어떻게 배

분되고, 어느 중앙당국이 더욱 주도적인 의무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상세

히 예시하고 있다.388) 이는 기존의 인권협약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

이었다. 단지 국가 의무로 하라고 선언하고 있었지, 그 절차가 주로 어느 

나라에 의해서 어느 단계에서 일어날 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부간 협력체계가 ‘헤이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기본틀이 된다.389)

헤이그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송출국의 중

앙당국이 아동의 입양적격을 결정하고, 국내입양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한 후, 아동이 국제입양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한다.390) 수령국 중앙당국

은 입양을 희망하는 양부모로부터 아동 입양 신청을 받는다.391) 양부모 

388) HCCH (2008), supra note 386, Annex 8.

389) Id., pp.37-44.

390)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

391)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14조.

     Persons habitually resident in a Contracting State, who wish to adopt a Child 

habitually resident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apply to the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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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이를 송출국 중앙

당국으로 전달한다.392) 양국 중앙당국이 각각 작성한 아동과 양부모의 

보고서가 교환된다.393) 송출국에서 아동의 입양이 결정하고, 중앙당국의 

확인서가 발급되면, 아동의 수령국으로의 이동과정에 있어서 신체적 법

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394) 아동이 입양 가정 정착과정에 대한 사후관

리까지 양국 중앙당국간 상호협력 하에 이루어진다. 이후 아동의 ‘정체

성에 대한 알권리’, 자신의 입양정보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양국 중앙

당국의 의무에 포함된다.395)

이러한 협약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입양의 가장 주요한 기

반이 되었던 사적 중개입양의 네트워킹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요구된다.

입양 이후에 아동의 양부모의 자격 요건이 미비했음이 밝혀지면, 그 절

차가 인가기관 등에 의해 일부 수행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수령국 중앙

당국의 책임이 된다. 입양인이 이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알권리 차원

Authority in the State of their habitual residence.

392) Id., 제15조(1).

     I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ceiving state is satisfied that the 

applicants are eligible and suited to adopt, it shall prepare a report (...).

     (2) It shall transmit the report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state of origin.

393) Id. 제16조(1).

     If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state of origin is satisfied that the child is 

adoptable, it shall - a) prepare a report (...).

     (2) It shall transmit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receiving state its 

report on the child (...).

394) Id. 제18조.

     The Central Authority of both State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obtain 

permission for the child to leave the State of origin and to enter and reside 

permanently in the receiving State.

     제19조(2).

     The Central Authorities of both States shall ensure that this transfer takes 

place in secure and appropriate circumstances and, if possible, in the company 

of the adoptive or prospective parents.

395) Id. 제30조(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nsure that information 

held by them concerning the child's origin, in particular information concerning 

the identity of his or her parents, as well as the medical history, is 

preserved.

     (2) They shall ensure that the child or his or her representative has access 

to such information, under appropriate guidance, in so far as is permitted by 

the law of tha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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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의 출생과 입양관련 정보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권한당국이 국제입양에 대한 부적절한 재정적 이익을 규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국제입양 관련 협약에 포함되어 있었다. 헤이그협약에서

는 재정적 이익에 대한 규제를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당국이 인가

기관의 자격을 점검하고, 승인해야 한다. 입양수수료의 수준을 보고받고 

승인하고 감시해야 하는 상세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의 절에서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2. 송출국의 아동보호 의무

가. 헤이그협약 제4조

헤이그협약 제4조는 송출국에서 입양대상 아동이 결정되는 절차인 입

양적격 결정과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것이다. 이는 송출국에

만 적용되는 의무조항이다. 송출국 국내에서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이루

어져야 하는 절차이며, 수령국의 상호협력 의무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제4조에서 송출국 내에서 아동의 국제입양의 결정 절차가 헤

이그 협약에 의거 적법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수

령국이 판단하여 송출국의 법제와 관행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양국간 협약은 발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앞서 과테말라와 캄보

디아의 경우, 캐나다와 일부 유럽 수령국 간에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설

명하였다.

자국내 아동보호 기준이 높은 유럽 수령국들은 협약 이행을 위해 국

내 아동입양과 아동보호법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송출국의 입장에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입양에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법제에 대

한 정비가 동시에 과제로 주어지는 결과가 된다.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

양협약이 국제입양과 관련된 국제재판 관할이나 준거법 결정 등 국제사

법 규범의 통일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국제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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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396)

제4조는 UN 아동권리협약 등 이전의 국제규범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던 아동입양에 관한 핵심적 원칙이나, 이를 각각의 결정 단계로 세

분화하고, 결정 주체와 요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헤이그협약이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 제4조의 (a) : 입양적격의 결정

헤이그협약 제4조의 a에서는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에 대한 규정이다.

동 협약의 범주에 들어오는 입양은 아동 출신국의 권한당국이 다음을 

충족할 경우에만 성립된다. a) 아동이 입양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다.397)

입양적격이란, ‘아동이 법적으로 입양대상이 될 수 있다’398) 라는 결

정이다. 입양절차는 친권의 종료에 대한 결정과 함께 시작된다. 아동의 

입양적격의 결정 기준과 절차는 아동을 위한 입양제도의 핵심적인 내용

이며,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에서 최우선적으로 규제되어 왔다. 아동

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부재상태, 아동이 부모 없는 상태로 발견되

었다든지 하는 상황이 아동의 입양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여건을 제

공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자체가 바로 아동이 입양적격을 결정하는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친족에 의해 보

호받고 양육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아동의 친권에 대한 긴급한 개입 혹

은 친권에 대한 제한조치로 일시적으로 부모와 친가정에서 분리되었다고 

하여 바로 입양가능한 아동이 되지 않는다. 가족외 입양에 있어서 아동

396) 석광현(2010), supra note 48, p.38-39.

397)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

     An adoption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shall take place only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of origin -

     a)  have established that the child is adoptable;

398) the child is legally eligible for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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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양적격 결정은 가족법과 아동보호법규에 따라 아동의 친생부모의 

친권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사법절차에 의한 결정과 공적기관에 의한 

아동의 보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현대 입양법에서 특정 

아동이 입양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은 반드시 공적기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친권에 대한 변화가 아동보호를 위한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아

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양육을 책임지는 양육자와 법적 후견인이 

한시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통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친권자인 

부모가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친권에 물리적인 문제로 혹은 법적인 

문제로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그 양육과 법적대리를 위한 후견

인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아동의 입양을 결정해야 하는 경

우도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양부모 될 자의 의사가 절대적이었던 가계 계승을 위한 입양 혹은 부

모 중심의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입양으로 제도의 목적이 변화

하면서,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절차는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아동의 입양

적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이 핵심이다. 아동입양적격 결정에 

대한 국제규범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왔다.

1967 유럽 아동입양협약 제4조에서는 입양은 사법적 혹은 행정적 당

국에 의해 허가된 것만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개정협약에

서는 ‘judicial’이라는 단어를 ‘court’로 개정하였다.399) 사적입양을 불허하

고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입양적격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한 입양동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유럽내 국내법제의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법제를 정비하는 원칙을 세

399) CoE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제4조.

     An adoption shall be valid only if it is granted by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etent 

authority").

     2008 유럽아동입양협약 제3조 (입양의 효력)

     An adoption shall be valid only if granted by a court or an administrativ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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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입양동의에 대한 규율

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에 유럽아동입양협약 부

분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며, 제5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1989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입양적격을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제21조 (a)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규정하는데 그쳤다. 당사국은 아동

의 입양에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

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권한 당국에 의하여 허가되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00) 이는 관련 법절차, 아동 관련 정보

들, 관련자들의 동의여부 및 동의과정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권한당국의 의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입

양의 최종결정과 별개의 결정단계로서 입양적격의 결정을 상정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입양결정과 입양적격의 결정에 대해서 명확

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헤이그 협약 제4조는 입양의 최종결정과 구분되는 아

동의 입양적격에 대한 결정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adoptable’이라

는 단어로 규정한 대표적 국제협약이다.

1993 헤이그아동입양협약 제4조는 “권한당국이(...) (a) 아동이 입양가

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이 입양절

차에 있어서 독립된 별도의 절차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헤이그 

협약 제4조는 (a)는 송출국의 권한당국이 아동의 입양적격을 결정할 의

무, (b)는 그렇게 입양적격이 결정된 아동에 대해 국내에서의 보호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을 의무와 그렇지 못할 경우 과연 국제입양이 이 아동의 

400) UN CRC 제21조.

     States Parties ... shall: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s status concerning 

parents,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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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이익에 적합한지를 결정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2) 제4조의 (b) :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

입양적격의 결정에 이어 헤이그협약 제4조의 (b)에서는 아동의 국제

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의 범주에 들어오는 입양은 아동 출신국의 권한당국이 다음을 

충족할 경우에만 성립된다(...) b) 아동이 출신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

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결정하였음.401)

보충성의 원칙이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충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앙정부는 

보충적인 기능만을 가져야 하며, 이는 더욱 직접적이고, 지역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402) 유

럽연합의 원리이기도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작동되어야 하는 기

능이라는 의미로 일반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아동의 국제입양에 있어서 보충성 원칙이라는 의미는 친부모 보호,

아동의 분리 조치, 대안 양육으로 이어지는 아동에 대한 대안양육의 개

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을 국가가 보

호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보호방식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다.

국제입양이 보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가정위탁, 국내입양 

401)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

     An adoption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shall take place only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of origin -

     b)  have determined, after possibilities for placement of the child within 

the State of origin have been given due consideration, that an intercountry 
adoption is in the child’s best interests.

402) Oxford English Dictionary의 Subsidiarity Principle의 정의, "orig. R.C. 

Church. The quality of being subsidiary; spec. the principle that a central 

authority should have a subsidiary function, performing only those tasks 

which cannot be performed effectively at a more immediate or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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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방식으로 아동출신국에서 아동의 양육방식을 찾을 수 없을 때, 최후

의 수단으로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1986년 UN

아동보호선언부터 시작하여 UN 아동권리협약에도 반영되었다.403)

결과적으로 이 원칙은 가정의 아동양육지원 체계, 아동보호제도, 아동

의 복지와 대안양육 지원 등 관련 법제와 관련된다. 또한 재정적 지원 

등 당사국의 전반적인 아동보호 역량과 연결되어 있다. 송출국의 아동보

호제도와 국제입양을 직결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1993 헤이그국제

아동입양협약은 송출국 중앙당국의 의무로서의 보충성의 의무를 명확하

게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 의무의 주체, 의무이행의 순서, 당사국의 이 

결정을 위해 이행해야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에 대

해서는 제5장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나. 아동송출과정과 상호협력 체계

헤이그 프로세스의 아동권리 보호를 추구하는 기본 구조는 중앙당국 

간의 상호협력 체계임을 앞서 설명하였다. 송출국의 협약상 의무로 제4

조를 단계별로 명확히 제시한 것은 헤이그 협약의 이룬 의미 있는 진전

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를 송출국의 의무로만 맡겨놓고 기준 만을 제시

한 채, 이 제4조의 의무에 대해서는 상호협력의 매커니즘을 적용하지 않

은 것은 이 협약이 아직 송출국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미흡한 부

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EU의 루마니아 입양법 개혁에 

대한 협력과 지원과 유럽의회 차원의 국제입양에 대한 대처 입장 등을 

설명하였다. 헤이그협약에 가입 자체가 자국 내 아동보호법제와 헤이그

협약 기준의 격차가 큰 송출국의 경우 큰 난관 임을 설명하였다. 송출국

에 입양적격 결정과 보충성 원칙과 같은 기준만 제시한 채, 그 이행은 

송출국에만 맡겨놓는다면, 헤이그 협약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제4조의 의무에 대해서도 헤이그 협약의 기본 

체계인 상호협력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403) UN Doc. A/RES/41/85 (3. Dec. 1986). 제17조; UN CRC 제21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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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대한 국제법의 향후 과제로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3. 입양결정의 자동승인과 국적취득

가. 입양결정의 자동승인 규정

1993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은 제23조에 이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

제입양의 효력은 다른 체약국에서 당연히 국내법에 의해 승인되도록 해

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04) 모든 체약국에 의해서 자동 승인되는 규정

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65 헤이그협약이 비준국 미달로 발효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각국 입양

법제의 근본적 사안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사국 간 입양재판

의 자동 승인을 규정한 것도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1993 헤이그

협약이 해당 조항은 아동의 입양결정이 입양 재판 혹은 헤이그 이행 법

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양부모의 상거소인 수령국에서 

그 결정을 승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단순한 외국 재판의 승인보다 더 

나아간 조치라고 할 수 있다.405)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헤이그 프

로세스에 의해서 어느 당사국에서 입양절차가 진행되었든 간에 양국이 

모두 동의하는 수준의 아동보호 절차를 거친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나. 입양과 국적취득

입양의 효력과 국적은 별도의 법에 의해 규율된다. 국제입양 아동은 

404)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23조, 

     (1)  An adoption cer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of the 

adoption as having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shall be 

recognised by operation of law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

405) 헤이그협약 제26조에는 입양재판의 자동 승인 규정 외에, 수령국에서 승인되는 입양

의 효력을 완전입양 효력, 즉 친생부모와의 단절적 효력임을 규정하고 있다. 석광현 

(2010), supra note 48, p. 119-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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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국 입국을 위해 입양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으며, 이러한 비자로 입

국하는 경우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수령국에 영구 거주 자격이 주어진다.

아동은 출신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령국에서 입양이 결

정되면, 양부모와의 가족관계는 성립하나, 수령국의 국적 취득은 별개의 

절차가 요구된다.

유럽아동입양협약에서는 입양아동의 국적에 대해서 국제입양으로 완

전입양의 효력을 낸다고 해서, 이를 출신국 국적의 박탈과 연계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동이 계속 생활해야 하는 입양국의 국적 취득을 신속 용

이하게 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다.406) 국제규범은 아동의 입양은 완전

입양 효력을 선호하고, 완전입양이 성립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는 

단절되기는 하나, 가족관계의 단절이 반드시 국적의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해당 출신국의 국내법이 관할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

만, 출신국의 국적을 박탈하는 경우는 반드시 입양국 국적의 취득과 연

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407)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입양국에서 국적 취득

은 일차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야할 

수령국의 국적 부여는 기본적 보호조치가 된다. 아동입양 이후 양육과정

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

다면 아동보호체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아입양법제에 의한 국제입양에 있어서, 송출국과 수령국 법제는 아

동의 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아입양특례법에 자동 제적은 규정

한 반면, 미국에서는 국적 부여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아동

의 국제입양의 효력은 수령국 법원의 입양 재판에 달려있다. 수령국 국

적취득은 입양 절차 완료를 전제로 한다. 입양절차가 완료되어 가족관계

가 형성되면, 그 판결에 의거하여 국적이 자동으로 취득되거나 혹은 국

적 취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전자는 유럽 수령국들의 경우이고, 후

406) CoE, 2008 유럽아동입양협약 제12조 (입양아동의 국적).

     1. States Parties shall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their nationality by a child 

adopted by one of their nationals.

407) Id., 2. Loss of nationality which could result from an adoption shall be 

conditional upon possession of another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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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연방과 주의 관할이 분리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였다.

다. 입양인의 국적 미취득 문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입양제도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외국으로 입양

된 아동의 국적의 박탈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의 법제에서 명시적으로 다

루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유독 한국이 국제입양을 자동적 국적 박탈 

사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목하고 있다.408)

국제입양 아동이 수령국에서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미국으로의 국제입양에서 드러나

고 있다.409) 국제입양을 위한 미국 입국시 부여된 영주권 만으로 불완전

한 생활을 하는 입양인들의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다만 

성장이후 범죄 등에 연루된 경우 추방위기에 처한 사건은 지속적으로 언

론에 보도되고 있다.410) 대표적인 송출국인 한국에서 이십만명까지 추산

되는 60여년 동안의 해외입양 아동들에 대해서, 이들이 수령국에서 입양

절차를 제대로 마치고,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공적인 

절차는 없었다.411) 아동의 입양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입양기관에

408) J.H.A. van Loon, supra note 29, para 129; 『고아입양특례법』 (법률 제731호, 

1961.9.30., 제정, 시행) 제5조(고아의 제적) 고아가 본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양자로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제적을 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 (법률 제2977호, 1976.12.31., 제정, 1977.1.31., 시행) 제9조 제4항 양

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당해 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입양알

선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원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제적할 것을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 (법률 제13322호, 2015.5.18., 일부개정, 시행) 제19조 제3항 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때에는 입양기

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09) Tara B., “They grew up as American citizens, then learned that they 

weren't”, The Washington Post, (Sep. 2. 2016.).

410) Perry, A. J., After 37 years in U.S., Korean Adoptee Speaks Out About 
Imminent Deportation (The Guardian, 28 Oct. 2016).

411) 남자아동이 입양된 경우,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 등의 연령에 다다르면, 병무청에서 

고아호적이 제적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입양기관 등에 확인하여, 제적처리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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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맡겨져 있었다.412) 한 달에 500여명 이상의 아동을 입양시키던 입양

기관이 이 아동들의 입양 후 사후관리와 입양국에서 수년이 걸리는 입양

절차의 완료여부를 추적하여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된 현황 자료

에 잘 나타나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국외에 입양된 입양인

은 총 166,138명이고, 이중 아직 국적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입양인

이 15,592명으로 9.3%에 달한다.413) 유럽이나 호주는 입양허가 후 시민권

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미국은 입양아동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입양재

판 완료후 양부모가 별도로 거쳐야 한다. 미국은 2001년 『Child

Citizenship Act』를 시행하여 이 법 시행당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 

시행 당시 18세를 넘은 입양인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1년 18세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80년대 초 이전에 미국으로 입

양된 입양인들 중에 그 국적취득 여부가 확실치 않고, 입양기관에 보고

되지 않은 사람들이 15,592명에 이른다는 것이었다.414) 이러한 한인 입양

인들 중 일부에서 자신의 국적취득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본국으로 추방대상으로 확정되어, 한국

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추방위기의 입양인들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국내 입양인 인권단체와 공익 법률가 그룹들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415)

라. 헤이그협약의 입양확인서와 국적취득

헤이그협약은 사법협약이므로 아동의 국적에 대한 사안은 다루고 있

지 않다. 헤이그협약 체약국간 입양결정 자동 승인 규정인 제23조 하단

412) 입양특례법, supra note 408.

413) 남인순 의원 보도자료, ‘국외아동 입양아 중 국적취득 미확인자 9.3%에 달해’ 

(2015.10.8.일자). <http://nisoon.co.kr/70938> 참조. 2016.9.5. 최종방문.

414) Id.

415) Supra note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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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하여, 송출국에서 아동의 입양이 확인되면, 송출국 권한당국은 해

당 아동의 입양이 헤이그 협약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확인서를 발행

하고, 양국 중앙당국 간에 교환된다.416) 헤이그 프로세스가 정립되면서,

헤이그 협약 당사국 간에는 이 확인서에 근거하여, 헤이그협약 기준을 

충족한 입양이라는 비자를 발급한다. 미국 국무부의 비자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헤이그 프로세스에 의한 비자를 발급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수령

국에 입국만으로도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법적 효

력을 부여하고 있다.417)

제 3 절 국제입양의 재정적 이익과 아동매매

1. '부적절한‘ 재정적 이익 금지

대규모의 조직적 아동의 국제입양 현상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이로부

터 발생하는 재정적 이익이다. 수령국의 국제입양 관행과 관련하여 입양

부모, 친부모, 중개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 거래와 재정적 이익에 대

한 국제적 규제는 첨예한 문제이다. 수령국에 대한 규율의 핵심 주제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제규범은 초기부터 등장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 헤이그국제입양협약과 UN 규범인 CRC 아동매매 선택의정서가 연

결되어 중앙당국이 사적기관을 규제할 의무와 아동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형태의 국제규범을 이루고 있다.

가. 국제규범 체계

416)  HCCH, 제23조 후단. (...) The certificate shall specify when and by whom 

the agreements under Article 17, sub-paragraph c), were given; HCCH 

(2008), supra note 386, p.30. 

417)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U.S. Hague Convention Adoption and Visa Process” 

항목 참조.    

<https://travel.state.gov/content/adoptionabroad/en/us-visa-for-your-child/h

ague-visa-process.html>, 2017.1.4. 최종방문. 



- 157 -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제15조는 아동을 입양을 위해 포기함으로써 

어떠한 형태로라도 부적절한 금전적 이익의 발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18) 협약 설명 보고서에는 ‘부적절한 보상’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

라고 설명하고 있어,419)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중개기관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입양의 동의권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한 아동의 포기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친생부모가 입양부모에게 아동

의 입양을 동의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취하는 경우 등이다.

UN 1986 아동보호선언의 제20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입양가

정에 배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재정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420)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21조의 (d)에 거의 그대로 반영

되었다.421) 아동 trafficking 방지 규정인 제35조는 ‘어떠한 목적, 어떠한 

형태의 아동매매’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국제입양을 목적으로 

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이 또한 아동의 국제입양에 있어서 금전적 

이득을 금지를 위한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다.422)

2008년 개정 유럽아동입양협약에서의 금전적 이익 금지 조항은 헤이

그국제아동협약과 동일한 문구로 수정되었다. 제17조에 어느 누구도 아

동의 입양과 관련한 행위로부터 어떠한 부적절한 금전적 혹은 다른 이익

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423)

418) CoE,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제15조.

     Provisions shall be made to prohibit any improper financial advantage 

arising from a child being given up for adoption.

419) CoE. supra note 89, para. 53.

420) In no case should the placement result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t.

421) UN CRC 제21조

     (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placement does not result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t; 

422) UN CRC 제35조.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the abduction of,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for 

any purpose or in any form. 

423) CoE, 2008 유럽아동입양협약 제17조 (Prohibition of improper gain). 

     No one shall derive any improper financial or other gain from an activity 

relating to the adoption of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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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서문에서 그 목적을 아동의 국제입양에 있

어서 trafficking 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상정하고,424) 이후 

여러 조항에 걸쳐 이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헤이그협약 제1조의 (b)는 협약 서문에 규정한 아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모든 당사국 정부의 공통 의무로 규정하였다. 당

사국이 법적 제도적으로 국제입양이 아동매매와 trafficking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다.425)

제4조의 (c)에서는 동의권자의 입양동의 과정에서 동의의 대가로 어

떠한 금전적 지급이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426)

제8조는 입양에 관련된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득을 방지하며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관행을 저지하는 조치를 중앙당국과 공적기

관이 모두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27)

제11조는 인가기관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데,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

하여야 하며, 재정상황에 대해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428)

인기기관이란 중앙당국의 인가를 받아 협약 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들 기관이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

정상황을 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2조는 금전적 이익 규제에 대한 핵심적 조항이다. 국제입양과 관

424)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문. (...) to prevent the abduction,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425) Id., 제1조 b) to establish a system of co-operation amongst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that those safeguards are respected and thereby prevent 

the abduction,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426) Id., 제4조 c) (3) the consents have not been induced by payment or 

compensation of any kind (...).

427) Id., 제8조 Central Authority shall take, directly or through public 

authorities,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improper financial or 

other gain in connection with an adoption and to deter all practices 

contrary to the objects of the Convention.

428) Id., 제11조. 

      a) pursue only non-profit objectives,

      c) be subject to supervision by competent authorities as to(...)financi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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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행위로 인해 부적절한 금전적 혹은 다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되며,

입양과 관련된 개인의 합리적인 전문성에 대한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 

만을 청구하거나 지불할 수 있다. 기관의 감독자, 관리자, 고용인은 제공

한 서비스에 비해서 비합리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429)

나. ‘부적절한 이익’의 의미

(1) 비용의 명목

1989 UN 아동권리협약 문안 논의과정에서 제21조의 (d)의 부적절한 

이익에 대한 것은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였다. 베네주엘라는 

'improper gain'이라는 표현 자체에 반대하였다. 당시 많은 송출국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적절한 이익의 금지는 

적절한 이익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허가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의견

이다. 이는 결국 아동의 국제입양을 ‘시장법칙’에 맡기는 현 상황을 인정

하고, 이러한 시장이 확대를 도와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아동입양

에 있어서 trafficking 양상을 인정해주는 논리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

하여, ‘부적절한’이라는 단서를 제외하고, ‘모든’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30) 그러나 결국 ‘부적절한’ 이라는 조건은 유

지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헤이그협약의 논의과정에서 독일, 프랑스,

Defence for Children431) 등은 UN CRC 문구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429) Id., 제32조.

     (1) No one shall derive improper financial or other gain from an activity 

related to an intercountry adoption. 

     (2) Only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professional fees of 

persons involved in the adoption, may be charged or paid. 

     (3) The directors, administrators and employees of bodies involved in an 

adoption shall not receive remuneration which is unreasonably high in 

relation to services rendered.

430) Vite (2008), supra note 318, pp. 52-53.

431) 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40여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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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표적인 송출

국인 콜롬비아가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콜롬비아가 선진국 입양부모들

로부터 받는 기부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기부금

은 콜롬비아의 아동보호를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기부금이 헤이그 협약상 불법이라는 해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안의 변경에 반대하였다.432) 그 결과 ‘부적절한’이라는 조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유럽평의회의 견해는 국제입양에 있어서 부적절한 이익은 금전적인 

것이든 다른 어떤 형태이든 모두 금지하고 있으나, 적절한 이익은 가능

하다고 본다. ‘적절한 이익’의 사례로는 '입양의 직간접적 비용에 대한 

환급' 과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의 지불’의 경우는 허용된다

고 본다.433) 전자는 입양동의를 한 친권자 혹은 동의권자에 해당하고, 후

자는 입양을 중개하는 기관 혹은 개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이 두가지 종류의 금전적 이익 혹은 어떠한 형태의 이익이나 편의제공은 

아동의 입양절차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어, 재정적 이익에 대한 규제의 핵심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 부분은 

아동의 입양과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하여 일부 수령국의 국내법이 입양

동의를 한 친모의 출산비용, 병원비 혹은 아동의 보호비용 등을 허용하

고 있는 관행과 연결되어 있어 논란이 있다.

보상의 성격을 구분하고, 일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령국

회원단체를 두고 있는 국제아동인권 NGO. <http://www.defenceforchildren.org/> 

참조;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ISS), 

International Society on Family Law (ISF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Magistrates (AIMJF), Inter-American Bar 

Association (IABA), International Federation Terre des Hommes (FITDH), 

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 (DCI), International Union of Latin 

Notaries (UINL), International Academy of Matrimonial Lawyers (IAM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oluntary Adoption Agencies and NGOs 

(IAVAAN), Euradopt, Committee for Cooperation within the Nordic Adoption 

and Parent Organizations (NCA), North-American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NACAC) 등의 국제 NGO들이 헤이그협약 문안 회의에 참여하였다. 

Parra-Aranguren(1988), supra note 21, para. 23 참조.

432) Id., Parra-Aranguren(1988), para. 219.

433) CoE, supra note 89, par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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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전의 사적입양의 관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입양동의와 관련한 부적절한 보상이 있었

다고 할지라도, 아동의 입양이 자동 무효가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

다. 이에 대해서는 이는 금전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아동의 

입양의 효력은 전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는 데에 합의하였다.434) 따라서 아동의 입양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전적 

이익이 개입되었다고 해서 아동 입양의 효력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

지는 않는다.

(2) 비용의 수준

아동의 국제입양의 시장화는 이러한 보상구조와 국제입양중개기관 및 

중개인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재정적 이익은 사적 중개기관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재정적 이익을 규제를 핵심 목적으로 내세운 헤이그국

제아동입양협약에서도 인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제32조가 국제

입양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

한 사안을 당사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영역에 맡겨놓고 있어, 결과적

으로 현상유지를 허용한다는 비판이다.435)

특히 ‘합리적인 전문성에 대한 수수료’의 수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다. 국제입양의 당사자 중 입양부모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중산층

이고, 친부모는 제3세계의 취약계층이다. 이 두 나라 간의 서비스 비용의 

수준은 100배 혹은 1,0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친부모에게 주어지

는 500달러 정도의 출산비용은 미국에서는 병원 문턱에도 못 가볼 금액

이지만, 아동 출신국에서는 병원비의 10배가 넘을 수도 있다. 입양중개의 

대가는 아동출신국 1인당 GDP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일 수도 있다. 수령

434) Parra-Aranguren (1988), supra note 21, para. 147-152.

435) Maskew, T., "The Failure of Promise: The U.S. Regulations on Intercountry 

Adoption Under the Hague Convention",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0 

(2008), pp.48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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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에는 양부모의 입양절차를 대리하는 기관들이, 송출국에는 친부모

로부터 아동을 인수받아 보호하고 있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서로 연결되

어 있다. 이들 기관은 금전적 지원관계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을 통해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

다. 특히 미국 내의 소위 ‘adoption society’라고 불리는 입양부모와 입양

중개기관에 의한 영향력은 협약문안의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미국 정부

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최대 입양국인 미국의 국제입양 정책과 헤이그

협약의 이행 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436)

2. 국제입양 목적의 ‘아동매매’ 규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적절한 이익에 대한 규제는 사적 주체인 입양부

모와 입양중개기관을 규율하도록 중앙당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로 이

루어진다. 국제입양 목적의 아동매매에 대해서는 UN 아동매매 선택의정

서에서 당사국이 형법상 범죄로 규율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수령국의 국내법제에 있어서는 사법협약인 헤이그협약의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가. 착취의 목적이 없는 아동매매 범죄

trafficking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착취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일

명 Palermo Protocol이라고 불리는 trafficking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437)에서는 trafficking에 대해

서 착취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제3조 (a)에서 trafficking을 

사람을 여러 불법행위를 통해 착취의 목적으로 모집, 이동, 거래, 입항 

436) Id., pp.506-511.

437)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dopted by resolution 

55/25 of 15 Nov. 2000, entered into force on 25 De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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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 내린다.438)

그러나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은 착취의 목적이 없는 trafficking

과 아동매매라도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UN CRC 제35조에서는 착취적

인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trafficking 범죄를 인정하고 있

다.439) 대표적인 경우가 국제입양을 목적으로 한 경우이다. OAS의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ffic in Minors440) 제2조

에서는 미성년자의 국제 traffic은 불법적 목적 혹은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441) ‘불법적 수단’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한 대

가 혹은 이익의 지불이 포함된다.442)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

약 선택의정서』443)(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438) Id., 제3조 Use of terms 

     For the purposes of this Protocol: 

     (a) "Trafficking in persons" shall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439) UN CRC 제35조.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the abduction of,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for 

any purpose or in any form.

440) OAS,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ffic in Minors, 

adopted at Mexico, D.F., Mexico, on 18 Mar. 1994, entered into force on 

15 Aug. 1997.

441) Id., 제2조 b) "International traffic in minors" means the abduction, removal 

or retention, or attempted abduction, removal or retention, of a minor for 

unlawful purposes or by unlawful means. 

442) Id., d) "Unlawful means" includes, among others, kidnaping, fraudulent or 

coerced consent, the giving or receipt of unlawful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the parents, persons or institution having care of 

the child,

443)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dopted on 25 May 

2000, entered into force on 18 Jan. 2002 (treaty No. 27531), 2016.6.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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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는 

아동의 국제입양을 위한 아동매매 행위를 각 국내법에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선택의정서가 UN 아동권리협약에 부속

하여 성착취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목

적을 가지고 탄생한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제입양에 있어서 일부 입양부모와 중개인 혹은 중개기

관의 행위가 아동매매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수령국 정부가 적

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오랫동안의 국제사회의 지적이 이 선택의정서 

규정에 반영되었다.

나. 아동매매 범죄의 정의

아동매매 선택의정서가 모든 형태의 아동 매매와 성착취 행위를 각 

국내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

다. 각국의 형법에 이를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

동포르노에 대해 법적인 정의규정을 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444)

특히 이 의정서는 수령국에 대한 규율의 의미가 크다. 아동의 학대,

강제노동, 성착취, 장기매매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위한 목적이 아닌, 국

제입양을 위한 매매도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매매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수령국에서 관행적으로 이

루어진 아동의 입양을 둘러싼 금전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령국에서는 입양부모, 중개인, 중개기관이 익숙해져 

있는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 제1조는 아동의 매매의 금지를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

173개국 비준.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11-c&cla

ng=_en>, 2016.10.7 최종방문.

444) Trevor B., “'International Criminalisation and Child Welfare Protectio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ildren 
& Society, vol. 22 (2008),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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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5) 제2조에서는 ‘아동 매매’를 정의하고 있는데, 아동의 매매라 함은 

아동이 어떤 사람이나 그룹으로부터 다른 사람이나 그룹으로 옮겨짐을 

말하며, 이에는 금전적인 대가나 혹은 다른 종류의 고려도 포함될 수 있

다.446) 당사국은 최소한 이러한 행위들이 자국의 형법에 의해 처벌대상

이 되는 범죄행위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범법행위가 발

생하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개인에 의해서든, 조직적으로든 관계없

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447) 특히 이렇게 처벌되어야 할 아동매매의 범

죄에는 부적절하게 아동입양을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포함되어야 함을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448)

3. 입양 중개기관에 대한 규제

가. 헤이그협약상 인가기관 허용의 문제

수령국의 입양관행과 아동매매에 대한 국제규범과의 충돌은 중개기관

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동의 국제입양은 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개기관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달은 결국 아동매매와 trafficking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근본 목표로 내세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끌어 내었

다. 이를 위해 국제입양 절차에 있어서도 사적 입양을 배제하고, 아동의 

출신국과 입양국의 중앙당국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면서도 사적 기

445) UN, OPSC 제1조 States Parties shall prohibit the sale of children.

446) Id., 제2조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Protocol:

     (a) Sale of children means any act or transaction whereby a child is 

transferred by any person or group of persons to another for 

remuneration or any other consideration;

447) Id., 제3조.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s a minimum, the following acts 

and activities are fully covered under its criminal or penal law, whether 

these offences are committed domestically or transnationally or on an 

individual or organized basis.

448) Id., (a) In the context of sale of children as defined in article 2:

    (ii) Improperly inducing consent, as an intermediary, for the adoption of a 

child in violation of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on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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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개인이 중앙당국의 협약상 의무인 입양절차의 일정부분을 위임해서 

담당할 수 있는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협약문에 명문화하고 있어, 이 

협약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449)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문안 협상 과정에서 ‘중앙당국의 임무를 

공적기관 혹은 공인된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22조는 첨예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마지막 문안 회의에서 비

로소 협상 의제로 올라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 참석자들이 인

증을 받은 사적 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중앙당국의 임무를 위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자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협약 가입 가능

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450) 헤이그협약 문

안 협상은 앞서 설명한 국제입양이 ‘아동시장'이라는 비난에서 촉발된 

것이기에, 소위 ’입양브로커‘라고 하는 개인들에 대한 규제가 핵심 목적

중 하나였다. 따라서 개인 중개인은 물론이고, 중앙당국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적기관의 범위와 업무의 범위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 기존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협약문안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인 중개인들의 명단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에 등록한다든지, 이들이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의 직접 연결을 금지한다

든지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방지대책

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헤이그협약의 최종문안은 미국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결론이 지어졌다.451)

나. 재정적 이익과 아동보호비용

국제입양 중개기관에 지불되는 금액은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이거나, 아동보호를 위한 비용의 명목으로 지불된다. 앞서 설명한 ‘적절

449) Pfund, P. H., "Intercountry Adoption: The 1993 Hague Convention: Its 

Purpose, Implementation, and Promise", Family Law Quarterly, vol,28 

(1994), p.59-60.

450) Id., pp.61-62.

451)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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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라는 의미에 맞는 용도에 해당하는 명목이다. 비용을 부담하는 양

부모와 이들을 대리하는 사적 중개기관의 존재는 한국전쟁 이후 아동의 

국제입양을 시작하고 유지하여 온 가장 주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국제입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양부모가 사적으로 지불한다. 수

령국이든 송출국이든 공적인 보호체계를 통해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한국은 1960년대 한 아동당 입양기관에서 130불 정도를 받았고452),

1980년대에는 5,000불 정도라고 보도되었다.453) 스웨덴의 헤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 중앙당국인 MIA (Myndigheten for internationella

adoptionsfagor)에서 2014년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입양법제와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후 발표한 결과보고서454)에 따르면, 2013년에 한

국에서 스웨덴으로의 국제입양에 드는 비용은 221,526 크로네(한화 약 

2,852만원)이다. 이 금액은 한국과 스웨덴에서 발생하는 공식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이 중 한국의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항목은 143,816크로네

(한화 약 1,853만원)이다. 이 중 141,000크로네(한화 약 1,816만원)은 아동

의 보호비용 명목으로 지급된다고 보고되었다.455) 물론 이 비용은 입양

부모가 아동의 입양절차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비용과 기부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공식적 비용으로 스웨덴 중앙당국에 신고된 항목에 한정

되었다. 한국에서 국제입양 대상이 된 아동은 이미 한국법상으로도 입양

기관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상의 요보호 아동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입양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2016년 기준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비용으로 1인당 약 월 21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456) 입양기관들은 국제입양 대상 아동의 경우, 국내

입양에 비해 입양 전에 보호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입양기관별로 

452) 대한민국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6대, 48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3.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453) Rothschild (1988), supra note 6.

454) Sweden, MIA, "Rapport fran MIA:s tillsynstresa till Sydkorea 2-8 mars 

2014", (2014). 원문은 스웨덴어이나, 스웨덴 정부에서 첨부해 놓은 비공식 영문번역

을 참조.  

455) Id., p.20.

456)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6), p.306. 입양기관은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로 볼 수 있으며, 30인이상~100인 미만의 시설에는 보호인

원 1인당 월평균 219,87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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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에게 아동의 양육을 위탁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아동의 생계에 필

요한 비용과 용품 외에 별도의 아동 양육에 따른 사례비를 지불하고 있

다. 이는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비용으로는 충당하기 

불가능한 금액이며, 외국의 예비 양부모들이 아동이 입양절차를 기다리

는 동안 ‘가정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보호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송

출국의 법제는 이렇듯 아동 한명당 1인당 GDP 수준에 가까운 입양 수

수료와 아동보호 비용을 지불하는 외국의 예비 양부모와 이들을 대리하

는 사적 입양중개기관이 아동을 친부모로부터 인수받아 보호하도록 허용

하고 있다. 아동의 국제입양에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은 

이러한 법제에 기반해 있다. 국내입양을 통해 송출국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적 지원이 국제입양으로부터 예비 입양부모로부터 받는 재정적 보상

이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아동의 국제입양으로부터 ‘부적절한 재정적 이

익’을 금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국제입양에 있어서 재정적 이익의 금지는 반드시 사적기관과 개인이 국

제입양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중앙당국의 임무로 규정한 많은 협약상 의무

들이 인가된 사적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적기관이 아동의 국제입양 절차를 주도할 수 있는 한, ‘재정적 

이익’ 만을 금지하고 규율할 수 있는 법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4. 수령국 입양관행 규제의 한계

아동매매 선택의정서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연계되어 아동입양

을 목적으로 한 아동매매를 규제하는 주요 국제규범을 이루고 있다. 미

국은 2002년 12월 23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비준 없이 이 협약에 부속

된 두 개의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였다. 그러면서 국제입양에 대한 핵심적

인 조항인 아동매매 선택의정서 제3조(a)(ii)에 대해 자세한 유보를 첨부

하였다. 미국의 유보 내용은 아동매매 선택의정서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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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아동매매 선택의정서

의  ‘해당하는 입양에 관한 국제법적 문서를 위반하여 아동의 입양을 위

해 부적절한 동의의 유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미국의 

유보사항을 명시하였다.457)

아동매매 선택의정서에서 말하는 ‘아동의 입양에 적용되는 국제법적 

문서’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미국은 아

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제3조(1)(ii)와 제3조(5)에 따른 조치

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

항을 미국 국내법에 규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458) 이는 미

국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서도 미 국내법에 국제입양을 위한 아동매매

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유보이

다.

‘부적절하게 유인된 동의'에 대해서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친권의 포

기를 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또한 해당 법적용은 미국

의 주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시하였다.459) 미국에게 이 조항

457) U.S. Senate Executive Report 107-4 (2002).

     <https://www.gpo.gov/fdsys/pkg/CRPT-107erpt4/html/CRPT-107erpt4.htm>, 

2016.12.23. 최종방문.

458) Supra note 22. UN OPSC 비준현황 중 미국의 유보 참조.

     (5) THE TERMS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IMPROPERLY INDUCING CONSENT”.-

      (A) UNDERSTANDING OF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that the term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Articles 3  (1) (a) (ii) and 3 (5) of the 

Protocol refers to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done at The Hague on 

May 29, 1993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The Hague Convention”).

      (B) NO OBLIGATION TO TAKE CERTAIN ACTION.-The United States is not 

a party to The Hague Convention, but expects to become a party. 

Accordingly, until such time as the United States becomes a party to The 

Hague Convention, it understands that it is not obligated to criminalize 

conduct proscribed by Article 3(1)(a)(ii) of the Protocol or to take all 

appropriate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required by Article 3(5) of 

the Protocol.

459) Id, C) UNDERSTANDING Of' "IMPROPERLY INDUCING CONSENT".-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that the term “Improperly inducing consent” in Article 

3(1)(a)(ii) of the Protocol means knowingly and willfully inducing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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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한 이유는 많은 주에서 입양부모가 친부모에게 입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병원비나 상담료, 생활비 등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460) 헤이그 협약에서는 제4조의 ⒞⑶ 에서 협약상의 입양에 대해

서는 어떠한 종류의 지불 혹은 보상으로 동의를 유인해서는 안된다고 명

시하고 있다.461)

즉 미국은 동 의정서 비준시에 아동매매 범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라고 규정하고, 이 협약상의 의무로만 한정하

여, 미국은 당시 헤이그협약 비준국이 아니었기에 이 조항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그런 취지로 유보하였다.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사례를 따라 동일한 내용의 해석선언을 붙이고 있다.462)

이후 미국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Intercountry Adoption Ac

t』(이하 ‘IAA’)를 제정하였다. 이 법에 선택의정서 제3조(1)(a)(ii)의 이행

을 위한 입법이 포함되어 있다. ‘중개인이 자발적 친권포기에 대한 대가

를 제공함으로써, 알면서 의도적으로 입양동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범죄

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463) 그러나 이 입양목적의 아동매매에 대한 

by offering or giving compensation for the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6)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1N THE FEDER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that the Protocol 

shall be implemen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the extent that it 

exercises jurisdiction over the matters covered therein, and otherwise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the extent that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xercise jurisdiction over such matters,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as necessar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fulfillment of the Protocol.

460) Dennis, M., “Newly Adopted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4 (Oct. 2000) 

p.793.

461) (...)consent has not been induced by payment or compensation of any 

kind.

462) Supra note 22. UN OPSC 비준현황 중 한국의 해석선언 참조.

      Republic of Korea

       Declar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stands that Article 

3(1)(a)(ii) of the aforementioned Protocol is applicable only to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done at The Hague on 29 Ma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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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하였다기 보다는 미국의 각 주법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는 수

준을 반영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 UN

아동매매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것이 미국내 국제입양의 규제를 실질적으

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464)

2013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동 선택의정서에 의거 미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에 아동입양에 대한 특별한 관찰과 권고를 

포함시키고 있다.465)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미국의 헤이그국제아동입양

협약 이행을 위한『IAA』에 의해서도 아동 출생 이전에 생모에게 지불

되는 금액과 비용이 계속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동입양을 위한 아동 매매

를 효과적으로 근절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466) 또한 IAA에

서 ‘알면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여'라는 조건을 두고, 이를 근거로 불

법행위를 행한 입양중개인 혹은 기관의 기소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은 이들이 법적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467)

이렇듯 국제입양으로 유발되는 재정적 이익에 대한 규제는 그간 국제규

범에서 여러 규제 조치를 발전시켜 왔으나, 아직도 주요한 난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제 4 절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성과와 과제

1. 국제입양의 추세 변화

463) Dennis (2000), supra note 460, p.794. "intermediary's knowing and willful 

inducement of consent by offering or giving compensation for the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464) Maskew (2008), supra note 435.

465)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bmitted under 
Article 12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UN Doc. 

CRC/C/OPSC/USA/CO/2 (2 Jul 2013), para.29-30.

466) Id., para. 29(a).

467) Id., para. 2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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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1993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이 성

립된 지 20년 여년이 흐른 후 국제입양의 실행 전반을 되돌아보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렸다.468) 여기서「통계로 본 헤이그 협약 20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469) 이는 최근 10년간(2004-2013) 전세계적 국제입양의 지

형과 추세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 1963~2013 국제입양

(자료출처: Selman, Peter, Twenty Years of Hague Convention: A Statistical

Review, June 2015,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성립 첫 10년간 (1993-2004) 급속한 추세로 증가하던 국제입양 

468) HCCH, 4th Meeting of the Special Commission to Review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Met in the 

Hague from 8 to 12 June 2015. 관련 자료들은 HCCH 웹사이트의 “Intercountry 

Adoption" 섹션의 "Special Commission"에서 찾을 수 있다.

469) Id, Selman, P., Twenty Years of the Hague Convention: a Statistics Review, 

(Ju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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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수가 2004년을 정점으로 이후 10년간 협약 성립시기인 1993년 이

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입양의 총 규모가 2004년 45,383명에서 

2013년 16,147명으로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는 주요 수령국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국제입

양에 대한 통계를 수집해오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연간 총 국제입양

아동의 규모는 2003년에 41,565명, 2005년에 43,873명 수준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후 2006년 39,586, 2009년에 29,482, 2012년에 19,431으로 급

격한 감소 추세임을 보여준다. 2014년에는 11,185명으로 1980년대 수준에

도 미치지 않는다.470)

송출국의 대륙별 구성은 아시아(’04, 42%→’13, 35%), 유럽(’04, 31%

→’13, 23%), 라틴아메리카 (’04, 17%→’13, 12%)의 비중이 줄어들고, 아

프리카 (’04, 7%→’13, 28%)의 비중이 늘었다. 앞서 80년대까지의 국제입

양 추세에서 분석한 현상인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주요 송출국이 

이동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효과에 대한 평가

헤이그 협약 성립 이후 이러한 현실적 변화는 이 협약이 국제입양의 

법제와 실제 관행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쳤음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효

과에 대해서 국제입양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두 가지로 갈렸다. 하나

는 헤이그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중앙당국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국제

입양절차는 관료적 경직성 때문에 아동의 입양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이다. 또 다른 의견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첫 번째 비판을 살펴보면, 헤이그협약이 만들어 가는 헤이그 프로세

스에 대해서 내전 등으로 부모를 잃고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의 국제입양

을 헤이그 협약이 적법절차로 내세우는 ‘관료적 경직성’으로 막고 있다

는 주장이다.471) 이들 그룹은 헤이그 협약의 목적에 대해 외국에서라도 

470) Supra note 3,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입양통계’ 참조.

471) Bartholet, E., "International Adoption: Thoughts on th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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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에 강조점을 두어 왔던 학

자들이었다.472) 수령국들이 점차 헤이그 프로세스에 의한 국제입양만을 

허가하는 추세로 나아감에 따라, 내전과 재난 등으로 송출국 정부가 위

기 상황인 경우, 헤이그 프로세스 자체가 작동할 수 없고 아동들의 입양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정

치적인 의도도 작용한다. 많은 경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아동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473)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취지의 비판이 있다. 사적기관에 의한 무

분별한 국제입양이 중개되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헤이그 

협약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형식성 적

법성’의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474) 이러한 지적은 사적기관과 중개인들

이 헤이그협약 상 인가기관으로 국제입양 절차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재정적 이익에 대한 규제가 수령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국제입양은 국내에

서의 모든 보호방법을 검토한 후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호수단

이며, 사적 기관이 아닌, 아동 출신국 정부가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는데 

중점을 두고 이러한 입양제도의 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475)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국제입양의 발생 초기부터 존재했던, 아동입양

의 수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은 최후의 수

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간 대립의 연속선 상에 있다고 본다. 국제입양

에 있어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발전은 시장원리에 의한 국제

Issues", Buffalo Human Rights Law Review, vol.13 (2007), pp.152-203.

472) Dillon, S., "Making Legal Regimes for Intercountry Adoption Reflect Human 

Rights Principles: Transform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ith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Convention",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1 (2003), pp. 

199-234.

473) Richards (2013), supra note 372.

474) Smolin, D. M., "Child Laundering and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The Future and Past of Intercountry Adoption", 

University Louisville Law Review, vol.48 (2010), pp.441-498.

475) Pfund (1994) supra note 449, pp. 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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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야기한 아동권리 침해의 참상으로부터 시작했고, UN의 인권원칙

에 의거한 규범에서부터, 헤이그협약의 적법 절차에 대한 규범까지 나아

갔다. 상반된 견해에 의한 이중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헤이그 협약 

이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 국제입양에 대한 규범의 향후과제

헤이그협약 20년 특별위원회에서는 견해는 헤이그 협약의 효과가 있

었던 원인과 향후 국제규범이 지향해야할 가치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고 

본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과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특별위원회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국제입양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이란, 신체적․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아동, 7세 이상의 아동,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어야 하는 

아동 등을 의미한다.476) 이는 곧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이라

는 의미와 연결된다. 아동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의 공급이 아니라, 가정

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기 위함이 입양제도의 목적이라면, 특

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이 ‘입양’이라는 제도를 필요로 하는 주체라는 

의미이다.

시장원리에 의한 입양조차도 명목상으로는 이러한 입양을 내세웠다.

‘고아’에게 가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고아원에 수용된 아동들은 대표

적으로 입양이 이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그러

나 그 동안의 국제입양의 경험은 실제로 국제입양이 되는 아동들은 고아

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오고 있다.

루마니아가 1990년 아동의 국제입양을 허용하고 나서, 뉴욕타임즈의 

“루마니아의 아기 시장”이라는 심층보도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

47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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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으켰다. 당시 루마니아로부터 연간 수 천 명의 아동이 미국과 서유

럽으로 입양되었다. 루마니아 내 고아원에 수용된 3세미만 아동은 8천명

에 달했다. 그러나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은 고아원 아동이 아니었다. 집

단수용에 의한 정서 발달장애, B형간염, 에이즈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고아원 수용 아동들은 서구 양부모들에게 외면당했다. 루마니아의 입양 

브로커들은 외국 양부모들을 시골로 데리고 갔다. 그 지역 병원은 질병 

검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중개 장소가 되었다. 양호한 

환경에서 태어난 건강한 아동들이 가난한 시골 농부, 집시, 미혼모로부터 

단 300불이나 차를 대가로 입양을 위해 넘겨졌다. 중개비용은 2,500에서 

15,000불 수준에서 형성되고, 5,000불 이하로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단

체 ‘관광’ 프로그램도 있었다.477)

입양이 필요한 아동이 정작 입양에서 배제되는 국가의 사례로 미국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자국내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수없

이 많으나, 이들은 주로 유색인종이라 양부모가 선호하지 않거나, 나이가 

많아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들이다. 양부모의 수요에 맞는 

인종과 나이의 아동은 국제입양을 통해 들어오고, 그렇지 못한 자국아동

은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거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한다. 세계 최대 수령국

인 미국은 국제입양의 송출국이기도 하다.478)

유럽 33개국의 국제입양과 아동의 고아원 수용 현황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동유럽의 많은 송출국들에서 국제입양으로 아동의 고아원 수

용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479)

아동의 복지를 외국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국제입양의 경험이 자국 아동

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과 의지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480)

477) Hunt (NYT, 1991.3.24.), supra note 7.

478) Country Profi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2015.4.10.),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intercount

ry-adoption>, 2016.2.2. 최종방문.

479) Chou, S. & Browne, K.,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Care and 

the International Adoption of Children in Europe", Adoption & Fostering, 

vol.32 (2008), pp. 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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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사법회의 20년 평가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은 헤이그 절차가 

각국의 법과 실제에 정착되어가면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

양이 되도록 규율되고 있다는 평가였다.481)

나. 국제입양의 보충성 원칙

헤이그협약이 불러온 변화 중에 특별위원회가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

한 것은 보충성의 원칙이 송출국에서 지켜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헤

이그 특별위원회는 송출국들의 아동보호 체계가 강화된 것이 국제입양의

추세의 변화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482) 결국 관건은 

송출국 내에서의 아동 송출 과정이 얼마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하

게 이루어지는가이다.

국제입양의 통계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과 헤이그 프로세스가 지난 20

여년간 분명한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가 지난 60

여년간의 국제입양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규범을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

이다. 핵심과제는 송출국 내에서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

대로 이행하도록 보장되도록 하는 조치이다.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은 앞으로 송출과

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송출과정에 대한 국제규율은 

입양에 대한 법제의 논의 초기부터 주요 과제였다. 핵심절차인 입양적격

의 결정과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리가 발전되어 왔다.

수령국 내에서는 이러한 원칙은 자국내 아동보호체계에 정립되어 있다.

문제는 이 원칙이 국내법제에서 지켜지는 수준과 실제 관행에 있어서의 

수령국과 송출국 간에 근본적인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격

480) Dickens, J., "The Paradox of Intercountry Adoption: Analysing Romania's 

Experience as a Sending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11 (2002), pp.76-83.

481) HCCH,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Fourth Meeting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2015), para.1. 

482) Id., para.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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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국제입양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고아입양법제와 국제입양의 

확산과 관련해서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국제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

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새로운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럽인권 수준에 맞추어진 유럽아동입양협약, UN에서 국제

인권규범으로 제시된 1986 아동보호선언과 1989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이르기까지 국제입양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

제규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협력 노력은 실제로 국

제입양 추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까지는 국제적 규율의 주안점과 

비중이 수령국에 대한 규제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이그국제

사법회의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헤이그협약의 효과 원인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과 보충성의 원칙이었다. 이는 향후 국제입양에 대

한 국제적 규율은 송출국 내의 법제와 관행에 보다 초점이 옮겨져야 한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아동 송출과정의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하

는지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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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아동 송출과정에 대한 규제

제 1 절 송출과정에 대한 규율 필요성

1. 아동보호 격차와 비차별 원칙

시장원리에 의한 국제입양의 확산은 송출국과 수령국 간의 아동보호 

격차를 내재한 고아입양법제에 의한 관행이 기반이었다. 국제입양 현상

은 송출국과 수령국 간 아동보호의 차별을 심화시켰다. 헤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은 송출국과 수령국간 상호협력 체계를 협약의 주요 원칙으로 

삼아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제4조의 의무는 예외

로 남아있다. 제4조는 아동의 입양적격의 결정과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으로서 송출국의 핵심 의무이다. 이 의무에 대해서는 수령국과의 상

호협력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송출과정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제4조 의무이행에 

대한 규율을 송출국의 의무로만 맡겨두지 말고, 국제협력을 통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자는 의미이다. 이 과정을 규율해야 하는 

필요성은 우선 국제입양 아동에 대한 차별적 보호의 시정을 위해서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협약 전반을 규율하는 대원칙으로 비차별 

원칙을 두고 있다.483) 비차별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뿐 아니라, 모든 주요 

인권협약의 주요 원칙이며, 인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비차별 원칙을 품고 

483) UN CRC 제2조.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is 

protecte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expressed opinions, or beliefs of the child's parents, 

legal guardians, or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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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다.

UN CRC의 제21조의 (c)에서는 아동의 국제입양에 관해서 별도의 비

차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

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다.484) 이 조항의 문구 의미로 보면, 수령국의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

수령국에서 국내입양 아동과 국제입양 아동의 권리보호의 수준과 안전조

치를 대등하게 보장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제입양의 절

차 전반에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국제입양 아동에 대해 권리보호의 수준

과 안전조치를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수령국에 도착한 다음부터 적용하면 된다고 판

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출신국에서 벌어지는 입양적격 결정과 국

제입양 결정에 있어서 수령국과 출신국 사이에 법제와 관행에 현저한 격

차가 존재한다면, 수령국에 아동이 도착한 이후에는 이미 수령국내의 어

떠한 보호조치로도 치유할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국제입양의 관행에 있어서 이미 수령국 법원은 국제입양 아

동에 대해서 자국 아동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국제입양 아

동의 입양적격 결정과 최종 입양 판결에 명백하게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

하여 왔다. 이러한 선택은 수령국 내에서 국내입양 절차와 국제입양 절

차의 분리와 아동 보호의 차별의 발생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999년 영국의 C의 입양에 관한 판결 (Re C (Adoption : Legality)은 

이러한 차별적 국제입양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인 입양모는 영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자격이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

리인을 고용하여 양부모 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테말라 내에서 현지 변호

사를 통해 아동을 입양하였다. 이 입양과정에 적절한 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과테말라는 당시 헤이그협약 가

입국이 아니고, 이 아동은 헤이그 프로세스에 의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현지에서 입양하여, 영국에서 재입양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484) UN CRC 제21조의 (c) Ensure that the child concerned by inter-country 

adoption enjoys safeguards and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in 

the case of national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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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영국에 도착하자 입양모는 영국내에서 입양판결을 신청한다. 불

법적 비용지불이 있었고, 입양가정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입양모의 입양자격에 대해서도 법원은 적절치 않은 문제점

을 발견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이 입양을 허가하였다.485)

법원의 결정에는 ‘아동의 복리’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있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대신, 아동에게 가장 위해가 적은 결론을 구하

고자 했다. 아동입양 과정의 불법성, 입양적격 불비, 양부모 자격 미달 

등 영국의 입양법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입양을 

허가하였다. 이 경우 아동의 입양을 불허하면 아동을 국제미아로 만들 

위험을 우려한 것이다. 그보다는 입양가정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그 시점에서 가장 위해가 덜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원은 아동의 출신지에서의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의 입양적격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의 권한으로는 이 

아동의 복리에 맞는 다른 보호방안을 찾아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은 이 경우에 친부모가 돌려달라는 신청이 있지 않는 이상, 입양을 허가

하는 것 외에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하였다.486)

수령국 국내입양이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

성이 크다. 수령국 국내입양 아동들이라면 이미 입양재판 절차 이전에 

입양적격 결정, 양부모 자격심사 등 공적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입양국에서 국내입양 아동과 국제입양 

아동 간에는 안전장치와 보호수준에 있어서 분명한 격차와 차이가 존재

한다.

UN CRC 제21조 (c)의 동등한 보호의 적용 시점을 일단 입양국 국내

에 아동이 들어온 이후의 절차에만 한정한다면 진정한 동등보호가 불가

능하다고 판단된다.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에서부터 적법하지 못한 상황

이 발생했다면, 이는 입양 이후의 아동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485) Re C (Adoption : Legality) 1999, 1 FLR 370, O'Halloran, K., The Politics of 
Adoption :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aw, Policy & Practice, 2nd Ed., 
(Springer, 2009), p.72에서 재인용.

48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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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21조의 (c)에 대해서는 아동의 입

양적격의 결정에서부터 출신국과 입양국 간에 비차별원칙에 의거한 보호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출신국뿐만 

아니라 수령국 정부의 의무로도 포함되어야 헤이그협약이 추구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만을 허용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것

이다.

2. 헤이그협약의 상호협력 원칙

1993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한 메커니즘의 하나

는 상호협력 체계이다. 선언적 원칙으로서의 상호협력이 아니라, 각국의 

협력 대상이 되는 중앙당국을 확정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에서 어떠

한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업무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지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

려운 조항이 제4조이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각 당사국을 송출국과 수령국으로 분류하여,

매년 협약 이행과 관련된 각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

는 각국 협약 이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함으로써 헤이그

협약 실효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2014년 이 보고서의 

수령국 대상 질의문항에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당사국들은 제4조 아동

의 입양적격 결정과 관련하여, “출신국의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에 대해

서 별도의 검토나 자체적인 결정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

다. 또한 “수령국으로서 출신국에 보충성 원칙을 충족했다는 정보 혹은 

증거를 요구하는가?”라는 보충성 원칙 관련 질의도 있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국내에서의 영구적 가정보호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등을 묻는 것이었다. 이는 송출국 의무로 되

어 있는 제4조의 의무에 대해서 수령국에서 별도의 확인을 거치는 작업

을 하는지 혹은 그대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이 질문 문항에 대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아동



- 183 -

출신국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487)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입양적격에 대해서는 자체적 검토를 하지 않는 반면,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렇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네덜란드 중앙당국은 출신국에 

아동이 국제입양이 결정되기 전에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어떠

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아동파일에 반드시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88)

수령국인 네덜란드는 송출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아동의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네덜란드로 입양을 보내는 송출국 중, 미국은 중국과 아이티에 이

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에는 676명의 아동이 네덜란드로 국

제입양되었고, 이 중 미국 출신이 56명이었다. 다만 이런 엄격한 심사를 

5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 정부의 미국 실지 조사를 통해 이러한 아동의 경우 

미국에서는 입양가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489)

보충성의 원칙은 국제입양의 법리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야 발전되

어가고 있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협약의 궁극적 목표인 아동매매와 

trafficking을 유발하지 않는 국제입양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가고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협약 성립 20년 후 국제입양아동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후, 아동 출신국에서 보충성

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490) 이 법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 갈수록 송출국과 수령국의 의무의 구분이 모호해

487) Country Profile of Sweden for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Oct. 2014).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intercountr

y-adoption> 헤이그국제사법회의 country profile 메뉴 참조, 2016.2.2. 최종 방문

488) Country Profile of the Netherlands for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22 

Dec. 2014),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intercountry

-adoption> 헤이그국제사법회의 country profile 메뉴 참조, 2016.2.2. 최종 방문.

489) ISS, "Special Edition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Monthly Review, no. 

3-4 (2009), p.8.

490) HCCH (2015), supra note,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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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헤이그협약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

을 찾아주는 의무를 국가간 협력으로 확대시켰다. 보충성 원칙은 그러한 

아동이 출신국 내에서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것이다. 그 의무를 송출국

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헤이그협약은 국제입

양의 확대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

라서 보충성의 원칙의 이행여부 확인은 송출국과 수령국 중앙당국의 긴

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다.

3. 헤이그협약 제4조와 수령국의 의무

송출국과 수령국 간의 이중적인 아동의 입양적격에 대한 결정 기준과 

절차는 아동의 국제입양의 증가와 확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

다. 현대의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법 규범 체계는 이러한 송출국

과 수령국의 국내 규범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다.

수령국에서는 입양적격 결정은 이미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기정사실 

(fait accompli)로 인정하는 관행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한 것인가에 의문

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헤이그 협약 상의 양국간 협력의 원칙에 의

거하여 적법한 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은 수령국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

으나 아직 남아있는 과제는 제4조에 대한 수령국의 의무를 규명하는 문

제이다. UN 아동매매 선택의정서에서 입양을 목적으로한 아동매매도 범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토록 하고 있고, 특히 수령국에 대

해 이러한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루마니아 사례에서는 송출국과 수령국의 협력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

게 실행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루마니아 아동 보호체계를 세우기 

위해 EU 차원의 체계적인 개입과 지원이 있었다. 개입하는 근거는 루마

니아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인권보호수준을 유럽 표준으

로 끌어올려야 했고, 그 기준에는 유럽인권협약, UN 아동권리협약, 헤이

그국제아동입양협약, 유럽아동입양협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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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는 국제협약의 의무이행을 위한 루마니아의 국내법에 개혁

과정에 국제입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정, 정책, 관행을 일일이 점

검하였다. 법을 개정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지원

했다. 법제도 개정 지원 뿐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도 

병행했다. 이러한 국제협력이 루마니아의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법, 제

도, 관행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물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상 당사국 중앙당국의 상호협력의무가 

EU 가입심사와 같은 수준의 상호협력 의무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헤이그협약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인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을 송출국의 의무로만 맡겨두어서는 오히려 

국제입양이 남용되는 형태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루마니아가 개별국가의 역량만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짧은 기간 내에 그러한 정도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본

다. 지금까지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규범을 발전시켜 온 국제사회는 

이제, 이 규범을 수령국과 출신국 중앙당국의 협력 의무에 어떻게 적용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탐색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제입양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송출과정에 대한 

국제적 규율이 필요하다. 아동의 송출과정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입양

적격 결정과 보충성의 원칙이 현재까지 국제규범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

적인 내용이므로 이 법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 2 절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 

1. 입양동의에 대한 규율

가. 입양동의와 입양적격

아동보호법제에서 입양적격에 대한 규율은 입양동의에서 시작한다.

이는 자발적 친권포기491)에 의해 입양적격을 인정하는 입양법을 가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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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주로 해당한다. 자발적 친권포기란, 친부모가 자녀에 대해 친권에 

속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아동을 내놓는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친

권포기에 대한 효력과 절차를 법에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492) 특히 이러한 사례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나타나며, 대

륙법계인 프랑스 입양법에서도 미혼의 모가 출산 직후, 익명으로 아동을 

포기하는 것을 법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이 완전입양 대상이 

된다.493)

그러나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서, 아동에 대한 친권포기가 마냥 

자유롭거나, 묵인되거나 양성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 법적 절차로 

규정하고, 친권포기와 입양동의 절차에 공적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

어진다. 친부모를 아는 상황에서 아동의 친권에 대한 자발적 종료를 결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아동의 보호와 가족의 유지를 공식적으로 논

의할 수 있게 된다. 입양결정 이전의 상담 기회를 통해 가정양육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가능한 길을 열어놓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494)

수령국 입양법제에 있어서 아동의 입양적격의 결정에 대한 규율은 입

양동의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국제법 규범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유럽아동입양협약이다.

나. 입양동의에 대한 법적 규제

491) voluntary relinquishment

492) HCCH (2008), supra note 386, pp.71-72.

493) Perreau (2014), supra note 43, p.xx. 프랑스의 익명출산에 대한 규정은 아동의 

출생등록에 부모의 기록을 ‘X'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극단적 형태의 relinquish 제

도로, relinquish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494) Id.; 2012 Paris IKAA gathering에서 프랑스 외교부 국제입양 중앙당국의 발표내

용.프랑스의 익명출산과 친권포기의 경우, 아동의 친생부모(biological root)를 아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현대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원칙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이 가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권

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rights to origin) 보

장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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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적격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안

이므로, 입양동의에 대한 규율에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첫째, 아동의 입양적격의 판단 주체는 권한 당국이어야 한다.

권한당국과 조사 담당자들은 아동권리에 입각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조사와 판단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둘째, 입양적격 결정은 해당 법과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

히 당국에 의해 아동의 입양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UN CRC 제21조

에 규정된 입양에 대한 판단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국내법제

에 해당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적법절차를 거친 결정이어야 

한다.495) 셋째, 입양적격 판단은 반드시 개별 아동에 대한 판단이어야 한

다. 사법절차 등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절차적 안전망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요건 하에 각 주제별로 입양 동의에 대한 법적 규

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의권자

1967 유럽입양협약 제5조는 반드시 입양동의권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최소한 어머니, 혼인중 출생자인 경우에

는 아버지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는 친권을 대

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를 확보해야 입양적격 결정 절차를 진

행할 수 있다. 권한당국은 이러한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해서도 안

되고, 이들의 동의거부를 각하해서도 안된다. 이에 대한 예외를 둘 경우

에는 반드시 법에 규정해야 한다. 부 혹은 모가 친권을 상실하였거나, 입

양 동의권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는 권한당국은 이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

가 없다.496)

495) Vite (2008), supra note 318, pp.28-39. 

496) CoE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제5조. 

    1. Subject to paragraphs 2 to 4 of this article, an adoption shall not be 

granted unless at least the following consents to the adoption have been 

given and not withdrawn:

    a. the consent of the mother and, where the child is legitimate, the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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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유럽아동입양협약에서 동의권자에 대한 규정은 대폭 강화된

다. 동의권자가 확대되었으며, 그만큼 아동의 입양동의를 엄격하게 제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동의를 확인해야할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의미

이기 때문이다. 동의권자가 불확실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사전절차까지 

규정하도록 하였다. 혼인중의 아버지만 당연 동의권자로 인정했던 것을 

혼외 아버지 역시 동의권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ECtHR

의 Keegan v. Ireland 판결의 영향이다. 부모 부재의 경우 친권대행자가 

입양동의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협약에서는 ‘대리 입양동의권을 가진 

자’로 새로이 규정하어, 입양동의를 할 수 있는 자를 결정하는 사전절차

를 상정하고 있다.497)

UN CRC에는 아동에 대한 입양동의권자에 대한 것은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제21조 (a)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

나, 누가 '관련된 사람들'인지, 그 자격과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 

결정은 국내법에 일임된 사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헤이그협약 제4조 (c)에서는 필요한 입양동의를 받고 확인하는 것을 

당사국 권한당국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동의권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는 UN CRC의 경우와 같이 국내법에 맡겨놓고 있

다. 헤이그 협약상 입양동의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필요한 동의는 모두 

or if there is neither father nor mother to consent, the consent of any 

person or body who may be entitled in their place to exercise their parental 

rights in that respec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not:

    a. dispense with the consent of any person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b. overrule the refusal to consent of any person or body mentioned in the 

said paragraph 1, save on exceptional grounds determined by law.

    3. If the father or mother is deprived of his or her parental rights in 

respect of the child, or at least of the right to consent to an adoption, the 

law may provide that it shall not be necessary to obtain his or her consent

497) CoE 2008 유럽아동입양협약 제5조 (Consents to an adoption)

    1. Subject to paragraph 2 to 5 of this article, an adoption shall be granted 

unless at least the following consent to the adoption have been given and 

not withdrawn:

    a. the consent of the mother and the father; or if there is neither father 

nor mother to consent, the consent of any person or body who is entitled 

to consent in their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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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것과, 이 동의를 받는 절차상, 상담을 받을 것, 동의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것,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효과가 있다

면 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할 것이 강조되어 있다.498)

유럽아동입양협약의 동의권자에 대한 규율과 UN CRC와 헤이그국제

아동입양협약 상의 규율 수준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유럽아

동입양협약의 당사국이 대부분 유럽의 수령국들이고, 이 협약은 이들 국

가의 국내법적 규범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해 

진다. 즉 유럽아동입양협약은 수령국의 국내법 규범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헤이그협약이나 UN CRC의 규율 수준은 주로 송출국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수령국과 송출국의 아동의 입양적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국가개입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2) 동의 시기의 규율

입양동의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그 유효한 입양동의 시점은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유효한 입양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그 어머니의 동

의가 반드시 아동의 출생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많은 나라의 

입양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유럽아동입양협약에서는 그 기간을 6주 이상으로 특정하여 규율하고 

있다.499) 이는 출산 직후의 모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호르몬 등이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

적으로 비정상적 상황이 아동과 부모의 일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결정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학과 심리학의 연구결과가 

498)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 c (1)  the persons,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whose consent is necessary for adoption, have been counselled as 

may be necessary and duly informed of the effects of their consent, in 

particular whether or not an adoption will result in the termin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and his or her family of origin.

499) CoE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제5조.

     4. A mother's consent to the adoption of her child shall not be accepted 

unless it is given at such time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not being less than 

six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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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규율에 영향을 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지나지 않고 입양동의를 하는 경우, 입양동의의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입양동의의 시기는 무조건 길게만 정해지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Todorova v. Italy 판결

에서, 입양동의의 시기에 대해, 아동의 일생에 중요한 결정이 시의적절하

게 내려져야 하는 중요성과 친모의 입양동의의 시기에 대한 이익형량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Todoraova v. Italy의 대상 사안은 다음과 같다. 쌍

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출산 당일 아동들의 ‘모’로 승인되지 않도록 요청

하였다. 4일 후, 친모는 이 ‘모’로 승인될 것인지에 여부를 생각할 시간

을 달라고 하면서, 그 동안에 아동들이 한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

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불구하고, 법원은 아동들이 출생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친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아동의 입양적격

을 선언했다. 아동의 미래를 가능한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해당 법원의 판단이 제8조를 위반하여 친모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했다. 근거는 그 ‘한 달도 채 되기 전’이라는 속도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본질적으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극도로 중

요한 결론이 내리는데 있어서, 국가는 신청인의 아동의 친권포기에 대한 

동의가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것이고, 적절한 안전망을 거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확인했다. 아동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위해 입양적격 결정을 장기간 미룰 수는 없지만, 이탈리아 법원

이 결정한 기간은 너무 빠르다고 판단하였다.500)

UN 아동권리협약에는 입양동의의 시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모의 동의는 반드시 아동의 출생이후에 행해

져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501) 이러한 시기의 제한이 의도한 효과는 

500) ECtHR, Todorova v. Italy (13 Jan 2009) (Application no.33932/06), para 82. 

'in disputes of this nature, where the consequences are of extreme importance 

as they affect the family relationship, the State had a positive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consent given by the applicant to the abandonment of her 

children was informed, and had been surrounded by adequate safeguards'.

501)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 c (4)  the consent of the mother,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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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아동의 입양동의에 대한 신중함의 확보이다. 따라서 이 입양동의

의 시기에 대한 규율은 단순히 그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에만 국한

되지 않고, 그 시기를 친부모와 아동이 어떻게 보내도록 할 것이며 국가

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친모와 

아동이 보호를 받는 병원 혹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양을 종용하는 우려

가 있다면,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당사국의 의무가 된다.

한국 입양법제에서는 입양시기에 대한 규율은 2012년 입양특례법 개

정시, 입양동의에 대한 요건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502) 입양동의의 시점이 아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가 유효한가 여부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데, 아직 입양특례법은 이 유효성을 확인하는 의

무가 공적기관이 담당하는 것인지, 사적 입양기관에서 확인하면 충분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법 조항은 입양기관의 의무로 되어 있다. 입양기

관에 입양의뢰된 아동의 입양절차에 있어서는 아동입양허가를 위한 가정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공적기관에서 개입하는 단계가 없다. 국제 

협약 상 의무는 사적기관의 의무가 아니라, 당사국의 의무이다. 따라서 

한국이 입양동의 시기에 대한 국제규범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를 권한당국이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유럽입양협약, UN CRC, 헤이그협약에서 친생부모의 적법한 입양동

의의 요건으로 공히 “자유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free and

informed consent)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라

는 의미는 자칫 부모의 의무로 규정되는 친권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

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친권을 자유롭게 포기할 권리로 오해할 소지가 

required, has been given only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502) 『입양특례법』 (법률 제11007호, 2011.8.4., 전부개정, 2012.8.5., 시행)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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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 경우 ‘free’라는 의미는 ‘어떠한 재정적 혹은 다른 고려

요소나 조건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이다. 어떠한 조건에도 유인

되지 않은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입양동의라는 의미이다.503) 이후에 설

명하는 ‘동의의 유인’ 금지 규정과 연결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고 인정된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의

미가 보다 명확해 진다. UN은 과테말라 아동의 무분별한 입양동의와 국

제입양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나라의 미혼모들이 가족과 사회로부

터 부유한 양부모로부터 자라나는 것이 더 좋다는 통념을 주입받는 분위

기 자체와 입양기관으로부터 받는 무언의 압력 등이 자유의사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확인하였다.504) 사회경제적 여건이 더 나은 양부모에게 아동

을 내놓는 것이 아동을 위하는 행동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가족 내 압력

은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에 반한다는 의미이다. 국제입양에 관련된 사적 

중개기관들은 출산을 위한 의료비・생계비, 미래를 위한 지원금, 입양기

간 동안 아동의 보호비 등 각종 명목으로 친부모와 양부모간의 금전 거

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입양기관이 친부모에 제공하는 ‘복지’라는 

명목의 혜택들은 결국 서구의 예비 양부모에게서 나온 자금에 의해 이루

어진다. 아동복리를 위해 국제입양을 수월하게 하는 전반적인 상황과 사

회적 인식은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

는 것을 협약의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505)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라는 개념은 서구의 가족법의 배경을 가진 원칙

이다. 이를 가난한 제3세계의 부모와 미혼모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 원칙을 제3세계 송출국의 가장 취약

한 계층에 속하는 친생부모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입양부모와 입

503) Fenton-Glynn, C., Children's Rights in Intercountry Adoption (Intersentia, 

2014) pp.83-84; Parra-Aranguren(1988), supra note 21.

504)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Impunity in Guatemala, 

Report on Players Involved in the Illegal Adoption Process in Guatemala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doption Law (2010); Id., Fenton-Glynn 

(2014)에서 재인용. 

505) HCCH (2008), supra note 386,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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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개기관의 관행을 합리화시키는 논리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

다.

동유럽 붕괴 이후, 유럽연합의 아동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

해, 동유럽의 송출국들은 소위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 원칙을 자국 사정

에 맞추어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알바니아, 안도라, 사이프러스 등

은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입양동의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루지

아와 헝가리는 정부의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

다. 영국에서는 1976년『입양법』(Adoption Act)에서는 ’free‘ 라는 단어

를 ‘unconditional’로 개정하기도 하였다.506)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는 의료법 등에서 전문 지식의 영역에 대

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전문가로부터의 충분한 정보를 제

공받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아동의 입양동의에 있어서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를 제

공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는 완전입양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특별

히 강조해서 규정하고 있다. 남미 등 완전입양의 효력이 법적으로나 전

통적으로나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친부모들이 아동의 국제입양에 동의하

면서, 그것이 아동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완전입양의 효력에 대한 

동의라는 점을 모르고 동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다수의 친부모들은 

아동들이 미국 양부모에게서 일정기간 성장하고, 미국의 고등교육을 받

은 후에는 친부모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양에 동의하

였다고 한다.507) 그러나 국제입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현 상

황에서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입양효력보다

는 ‘사전 상담의 의무’와 관련하여 논해야 한다. 입양 동의 이전에 친부

모에게 아동의 친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와 아동의 양육을 위해 국가

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적 지원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4) 사전 상담의무와 국가의 양육지원

506) Fenton-Glynn (2014), supra note 503, p.87.

507) Parra-Aranguren (1988), supra not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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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동의의 유효 요건으로 국가의 입양동의 전 상담의무가 들어간다.

이 규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주체와 내용이 관건이다.

상담 의무는 협약 당사국 권한당국에 부여된 의무이다.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은, 매우 면밀한 사전상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주요 의무로 법제화해 놓았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이런 

제도가 늦게 도입된 나라임에도,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익명출산을 선

택했던 여성의 59~75%가 상담후 결정을 바꾸었다고 나타난다.508)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규정을 두는 것을 

국가의 주요 의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혼외 친생부의 입양동의권를 인정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Keegan vs. Ireland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상

담 의무를 민주국가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라고 판단하였다. 사전 상담 

의무의 실질적인 효력은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아동의 양육을 위한 

가족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달렸

다. 이는 곧 친가정에서 양육받을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가로 연결된다. 국가가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냥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

가 아니다. 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적 복지체계를 통해 지원

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제시하는 절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국가의 상담의무

는 결국, 아동보호 및 복지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담과 지원이 얼마나 유효하고 충실한가에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

는 입양이 허용한다는 원칙의 실효성 여부가 직결된다.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장애 때문에 입양을 고려하는 친생부모에게는 양육을 위한 물질

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의무의 이

행수준은 당사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많은 송출국들이 자국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아동복지를 국제입

양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율의 실효

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508) Fenton-Glynn (2014), supra note 503,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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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양특례법은 2012년 입양동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이후에

도 여전히 아동의 입양동의, 아동의 보호, 친부모에 대한 상담의무 모두

를 입양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509) 반면,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입

양기관이 미혼모 상담, 보호, 지원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미혼모

의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입양기관에 대

해 미혼모를 지원하는 한부모지원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20조 제4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510) 아동의 입양을 주목적으

로 하는 입양기관이 미혼모에 초기지원을 담당토록 하는 조치가 미혼모

의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행 입

양특례법상의 입양동의에 대한 규정과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가 

양립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5) 동의 유인 금지

동의유인 금지는 입양동의에 대한 규제인 동시에 부적절한 재정적 이

익에 대한 금지이기도 하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제21조에서 아동의 입양을 이유로 중개기관 혹

은 개인이 부적절한 재정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35조

에서는 당사국이 양자적, 다자적 조치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 어떠한 형

태의 아동의 약취, 매매, trafficking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어

떠한 목적 어떠한 형태’에는 국제입양을 목적으로 한 매매나 trafficking

이 포함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는 동의에 있어서 어떠한 지불

509)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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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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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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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헌법재판소 2014.5.29. 선고 2011헌마36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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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가, 혹은 이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아동의 국제입양에 있어서 trafficking의 

요소를 없애고, 어떠한 금전적인 목적이 개입되는 경우 불법입양으로 규

정한 것과 상응한다.511)

UN CRC 아동매매 선택의정서에서는 헤이그협약을 언급하면서, ‘아

동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매매는 ‘아동이 대가 

혹은 어떤 다른 고려를 위해 어떠한 사람 혹은 그룹으로부터 다른 사람 

혹은 그룹으로 이동되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 혹은 거래’를 의미한다.51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 아동매매 선택의정서는 입양동의와 관련된 모

든 형태의 지불과 대가를 금하고, 이런 행위가 동반된 입양은 불법입양

으로 규정한다. 헤이그협약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친부모나 아동을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은 예비 양부모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513)

앞서 수령국에서 재정적 이익에 대한 금지에 대한 논의에서, 동의의 

유인과 적절한 재정적 이익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친부모에게 제공되는 

출산비용 등에 대해 국제규범과 수령국 국내법과 관행이 계속해서 충돌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송출국들의 일반적인 국제입양 

관행은 입양기관이 아동의 국제입양 절차를 대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

부모 결정 이전부터 친부모로부터 아동을 인계받아 보호와 양육을 책임

지는 구조이다. 입양기관의 수입은 거의 전적으로 입양부모로부터 나오

고, 친생모의 출산비용 등과 아동보호의 비용까지 입양기관이 부담한다.

결국 친부모에게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양부모로부터 받은 

수수료, 후원금 혹은 기부금으로 충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령국의 사적입양의 관행이 송출국 아동보호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국제규범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부모는 어

떤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입양기관 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

접적인 대가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도 있다. 입양기관이 비영리기관이라

고 할지라도, 기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입양부모로부터

511)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 (3).

512) UN OPSC 제2조.

513)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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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기관에 아동의 입양 절차

에 있어서 아동의 친부모의 입양동의부터 입양부모의 입양완료까지 전적

으로 대리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 법제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6) 아동의 동의

개정 유럽아동입양협약(2008)의 특징 중 하나가 아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법적으로 충분한 이해능력을 가진 아동의 

동의가 요건으로 포함된다. 충분한 이해능력을 가지는 연령은 법으로 규

정되어야 하고, 이 연령은 14세를 넘어가서는 안된다.514) 동의를 하기 전

에,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받고, 자유의사에 의해 서면으로 동의할 것이 

요건으로 제시된다.515)

개정 유럽입양협약의 아동의 동의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UN CRC의 

4대 원칙 중의 하나인 아동의 견해를 중시할 원칙과 유럽인권법과 가족

법의 발전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추

세를 반영하고 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는 아동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에 

대해서도 입양의 효력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아동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그러한 동의 역시 어떠한 유인도 없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법정양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금적적인 보상이 개입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516)

514) CoE 2008 유럽아동입양협약 제5조.

     b. the consent of the child considered by law as having sufficient 

understanding; a child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sufficient 

understanding on attaining an age which shall be prescribed by law and 

shall not be more than 14 years.

515) Id., 제5조 2항.

516)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

   d) have ensured, having regard to the age and degree of matur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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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아의 입양적격 결정

아동의 입양동의에 대한 규제는 수령국 아동보호법제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협약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입양동의에 대

한 규율은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에 대한 엄격함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송출국 입양법제에서는 입양적격은 곧 고아임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했

다. 수령국에 입국 자격을 충족하는 ‘고아’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기아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포함될 수 있었다. 자발적 친권포기와 입양동의에 

대한 법제를 갖추지 못한 송출국 입장에서는 아동이 ‘기아’ 임을 확인하

는 것으로 입양적격 결정 절차를 대신하는 방향으로 입양 법제와 정책이 

전개되었다.

가. 유기인정517)

아동의 ‘유기’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이, 보호자 없는 아동이 

혼자 발견되는 경우를 말하며,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이를 자녀에 

대한 친권을 버릴 목적으로 아동을 내버려두고 떠나 돌아오지 않는 행위

로 설명하고 있다.518)

문제는 송출국에서 발생하는 친권포기는 해당 법제에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아, 공적기관에 의한 절차가 아닌 사적 입양

child, that

   (1) he or she has been counselled and duly informed of the effects of the 

adoption and of his or her consent to the adoption, where such consent is 

required,

   (2)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child's wishes and opinions,

   (3) the child's consent to the adoption, where such consent is required, has 

been given freely, in the required legal form, and expressed or evidenced in 

writing, and

   (4) such consent has not been induced by payment or compensation of any 

kind.

517) abandonment를 유기라고 번역하고, 유기된 아동은 ‘기아’로 표기토록 하겠다.

518) HCCH (2008), supra note 386,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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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혹은 고아원에 아동을 맡기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를 공식적 혹

은 행정적으로는 ‘유기’로 처리하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기는 공식적 친권포기 규정을 가지지 않은 법제에서 아동을 입양대

상으로 분류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나라들은 또한 

가정의 아동양육지원이 취약하고, 아동 trafficking이 심각한 경우가 흔하

다.519) 문제는 이런 나라에서 ‘유기’로 분류된 아동들이 사실은 ‘납치’ 혹

은 단순 ‘미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 ‘유기’아동을 일률

적으로 입양대상으로 분류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유기아동의 입양적격을 인정하는 절차에서 소위 ‘신분세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만드는 일도 일어난다.520)

국제입양 대상이 되는 아동의 90% 이상은 친부모가 생존해 있고, 친

생부모의 입양동의에 의해서 입양적격이 인정되는 아동들이다. 친부모는 

제3세계의 가난한 가정이거나 어리고 교육받지 못한 미혼모들이 대부분

이다.521) 부모의 사망 혹은 공적기관의 개입에 의한 친권의 종료로 입양

대상 아동이 되는 경우만으로는 전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입양대상 아동’

을 확보할 수 없다. 국제입양의 가장 근원적인 메카니즘에 제3세계에서 

발생하는 입양동의 형식의 친권포기를 통한 유기인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나. 기아의 입양적격 결정의 문제

(1) 한국의 기아인정과 미국의 고아입양

앞서 제2장 고아입양법제에 대한 설명에서 미국 이민법과 한국의 고아

519) Id.
520) Id.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에쿠아도르, 과테말라, 루마니아 등에서 납

치에 의한 국제입양 사례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입양국에서는 

입양부모의 부담으로 입양동의를 한 부모가 친부모인지를 DNA 테스트를 통해 확

인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후에는 미국은 결국 과테말라로부터의 아동입양을 잠

정 중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521) UN(2009), supra note 29, pp.104-105; Pilotti(1993), supra note 345,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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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위한 특별법제가 아동의 국제입양을 위한 수월한 절차를 형성하

여 왔음을 설명하였다. 국제입양 송출국의 아동유기 인정을 통한 아동의 

입양적격의 결정은 한국이 가장 원초적인 법제의 모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양법제가 한국의 국제입양을 위한 아동송출에 대

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기아발견과 국외입양 통계에 

잘 나타나 있다.

연도 기아발견 국외입양 연도 기아발견 국외입양

1976 6,585 6,597 1996 2,819 2,080

1977 6,326 6,159 1997 3,151 2,057

1978 5,248 5,917 1998 3,517 2,443

1979 4,836 4,148 1999 3,755 2,409

1980 4,769 4,144 2000 2,809 2,360

1981 4,741 4,628 2001 2,869 2,436

1982 6,661 6,434 2002 2,704 2,365

1983 9,658 7,263 2003 3,285 2,287

1984 8,703 7,924 2004 2,556 2,258

1985 9,287 8,837 2005 2,591 2,101

1986 8,562 8,680 2006 1,900 1,899

1987 6,405 7,947 2007 1,636 1,264

1988 6,192 6,463 2008 1,493 1,250

1989 2,187 4,191 2009 1,618 1,125

1990 2,916 2,962 2010 1,451 1,013

1991 2,429 2,197 2011 1,011 916

1992 2,636 2,045 2012 1,006 755

1993 3,001 2,290 2013 394 236

1994 1,835 2,262 2014 247 535

1995 1,621 2,180 계 145,410 135,057

표2: 1976-2014; 한국 출생등록상 기아호적 발급과 국외입양 숫자와의 관계

(자료출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1977-2015)과 보건복지부 입양통계를 바탕

으로 논문 작성자 재구성)

1976년은 사법연감을 통해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통계가 발간

되기 시작한 해이다. 한국의 출생신고는 구 호적법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혼인중 출생, 혼인외 출생, 그리고 기아발견, 세가지 

형태로 등록된다.522) ‘기아발견’과 ‘국외입양’과의 연관성은 지금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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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 논의된 바가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 두 통계는 소관법, 소관 

정부기관, 수집되고 발표되는 경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523) 그

러나 1961 고아입양특례법 제정시부터 한국 아동의 국제입양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의 ‘고아호적’ 발급 행위가 ‘기아’ 인정 효과를 내고, 이는 곧 미

국 입국 자격인 '고아'으로 연결되는 해당 아동의 국제입양적격을 결정

하는 절차로 구조화되었음을 앞서 설명하였다.

그 결과, 1976년부터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는 2012년까지 기아 

발견에 의한 단독 호적 발급 숫자와 국외입양 아동의 숫자는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 연결고리는 2012년 입양특례법상 입양에 법원허가제가 도

입과 함께 50여년만에 해제되었다. 법원허가를 위한 아동입양의 제출 서

류로서 탈법적 기아출생신고가 아닌, 적법한 출생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이다.524) 2012년 이후 기아발견 숫자가 극적으로 줄어들

게 된다. 새로운 법의 시행이 안정기에 접어든 2014년부터의 숫자가 실

질적인 한국에서 기아로 발견된 아동의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 현실은 과연 그 60여년간 한국에서 국제입양이 가정이 

필요한 ‘고아’들에게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절차였는지, 아니면 국제입양

을 위한 ‘고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절차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525)

522) 『호적법』(법률 제2817호, 1975.12.31., 일부개정, 1976.1.1., 시행) 제51조 제1

항 및 제2항, 제57조(기아);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69호, 

2016.5.29., 일부개정, 2016.11.30., 시행)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52조(기아).

523) 기아발견은 『호적법』 및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호적 및 가족

관계 신고를 담당하는 지자체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의해 집계되고 매년 사

법연감을 통해 발표된다. 국외입양은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니라, 『입양특례법』에 

의해 허가받은 입양기관의 입양사업의 실적으로 보고받은 숫자를 보건복지부가 집

계하고 발표해왔다.

524) 『입양특례법』(법률 제11007호, 2011.8.4., 전부개정, 2012.8.5., 시행) 제11조 

제1항 1호.

525) 국제입양 대상인 ‘고아(orphan)’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고아’인가에 대한 인식은 

국제입양을 둘러싼 아동권리 전문가 집단의 논쟁의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주제이다. Bartholet, E., & Smolin. D., "The Debate" in Gibbons, J. L., & 

Rotabi, K. S., (ed.) Intercountry Adoption: Policies, Practices and Outcomes
(Ashgate, 2012) pp. 370-3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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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기아에 대한 입양적격 인정

중국의 1994 입양법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입양대상 아동이 될 

수 있는 아동을, 부모와 사별한 고아, 유기된 아동, 부모를 찾을 수 없는 

아동, 특별한 어려움으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

고 있다.526) 이는 한국의 요보호 아동을 입양대상으로 보는 법제와 조항 

구성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하다. 헤이그 협약 가입국인 중국은 중앙당국

이 아동의 입양적격과 국제입양이 아동최선의 이익임을 결정하고 있다.

중국법에 의한 아동입양적격의 기준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입양적격 결정 절차는 유기된 아동이 발견되면, 공공

안전부서는 우선 그 친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민정부 지

역신문에 아동의 부모를 찾기 위해 발표문을 게재한다. 공표 후 60일 후

에도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동은 기아로 인정되고 

입양대상으로 결정이 된다.527) 민정부의 지방부서는 아동의 배경을 검토

해야 한다. 국제입양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중앙당국인 ‘중국 

아동 복지 및 입양센터’(China Center for Children’s Welfare and

Adoption, 이하 ‘CCCWA’)로 이관한다.528)

중국의 국제입양은 정부가 직접 설립한 중국아동입양센터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 기관이 직접 외국의 입양부모에 대해 3천불의 수수

료를 징수하고 있다.529) 아동의 유기인정으로 기아 즉 고아 요건을 충족

시키고 이를 수령국 국제입양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송출국 입양법제

526) HCCH (2008), supra note 386, pp.69. 중국 『1994 입양법』 제4조, ‘children 

may enter into care or protection by the State or be eligible for adoption if 

they are 'orphans bereaved of parents; abandoned infants or children whose 

parents cannot be ascertained or found; or children whose parents are unable 

to rear them due to unusual difficulties'’. 

527) Country Profile of China for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4 

Nov. 2014).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intercoun

try-adoption>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country profile 메뉴 참조, 

2016.2.2. 최종 방문.

528) Id.

529) Selman (2002), supra note 359, p.221.



- 203 -

의 전형적인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3: 한국 1976-2013; 중국 1990-2013

(자료출처: Selman, Peter, Twenty Years of Hague Convention: A Statistical

Review, June 2015,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위 그래프는 한국과 중국이 전세계 국제입양의 추세에서 주요 송출국 지

위를 비교한 것으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헤이그협약 20년 결과에 대한 특

별위원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두 개의 송출국의 법제가 기아

를 국제입양 대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입양 

아동의 입양 결정과 고아입양법제와의 연관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아동 보호에 위협

한국 법제는 고아입양특별법부터 현재의 아동보호법제까지 입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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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준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않

은’ 기아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국제입양이 정점에 이르는 1970~80

년대에는 특히 단순 ‘미아’가 국제입양되는 사고가 흔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5년에는 “외아들을 돌려주오”라는 제목으로 길을 잃은 4살짜리 어

린이가 고아로 취급되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이 부모들의 호소로 밝혀졌

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974년 6월 1일 아버지의 일

터에 갔다가 숙소를 나가 실종된 만 4세 김탁운 어린이가 당일 해당 지

역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로 바로 옮겨졌으며, 해외입양기관인 대한사회

복지회 대구분실에 보호됐다가 같은 해 11월 5일 ‘백정희’라는 이름으로 

스웨덴으로 입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530) 이 기사에서 당시 아동이 미

아가 된 날짜부터 입양이 된 날짜기 불과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을 주목할 만하다. 아동의 기아호적을 위해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절

차 등의 법정 절차와 외국인 양부모 조사 매칭 등의 국제입양 절차가 졸

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당시에는 아동의 경찰 발견 단

계부터 ‘미아’는 곧 ‘기아’로 취급하였음을 볼 수 있다. 벨기에 해외입양

인의 자전적 만화를 보면,531) 당시 한국의 경찰은 길거리에서 헤매는 아

동을 발견하면, 부모를 찾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입양기관이나 고아원에 

넘겼던 것으로 나타난다. 위 언론보도를 보아도, 당시 경찰의 미아에 대

한 처리는 바로 고아원 혹은 입양기관으로 보호를 맡기는 조치로 해결했

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관련 법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1977년 입양특례법 재

제정시에는 이 법에 의해 입양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취 또는 유

인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입양하였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532) 즉, 단순히 미아를 기아를 오인하여 입양을 진행한 

경우 조차도 1년이 경과하면 입양취소 청구를 제한하고 있었다.

530) 조선일보 1975년 10월 5일자 7면 기사 참조.

531) 전정식, 『피부색깔 = 꿀색』 (이미지프레임, 2009).

532) 『입양특례법』 (법률 제2977호, 1976.12.31., 제정, 1977.1.31., 시행)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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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력한 해외입양 억제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매년 수천명씩 해외입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대한사회

복지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에 해외입양이 줄었던 이유는 특별한 

정책적 조치가 있었다기보다, 아동의 경쟁적 인수를 금지하고, 미아에 대

해서 입양대기 기간을 연장하고, 부모를 찾아주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증언하고 있다.533)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

법』은 국제입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외이주허가

시,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는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다.534)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535)의 제

정 배경과 필요성은 바로 이러한 지난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아

야 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실종아동 등”을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

로 규정하고, 이러한 아동들을 보호시설에서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

위를 처벌토록 했다.536) 경찰은 실종아동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수색,

수사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규정했다. 이 법은 이러한 불행한 

과거에 장기실종 사건으로 남아있는 미아와 가족들을 위해 보호시설에 

보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가족을 찾아줄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537) 입양기관 뿐 아니라 보호시설에서도 길잃

은 미아와 기아를 구별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수십년간의 아동입양법제의 왜곡과 국제입양을 아동보호 조치로 

활용해 온 경험은 ‘미아’ 찾기와 같은 공권력의 기본적인 아동보호 역량

까지도 심각하게 잠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33) 대한사회복지회, supra note 158.

534) 『입양촉진밍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4913호, 1995.1.5., 전부개정, 1996.1.6., 

시행) 제17조제3항 1호. 

535) 법률 제7560호, 2005.5.31., 제정, 2005.12.1., 시행.

536) 이 법의 핵심은 ‘보호시설’에서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들이 발견 되는대로 가족을 

찾아주기 보다는 바로 시설에 수용해 버리는 관행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려도 찾을 

길 없었던 가족들의 호소로 입법된 것이다. 지금도 흔히 눈에 띄는 길거리에 십수

년전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다는 장기실종 아동 찾기 현수막 등이 이 법 제정의 

배경이다.

537) Supra note 53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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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령국 법원의 송출국 입양적격 결정 판단

RESTATEMENT에 의하면 미국이 각주는 국제입양 재판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이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정지 법을 적용하되, 아동의 입

양요건에 대해서는 아동의 본국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538) 다음에 제시되는 두 판례는 미 주법원이 한국과 베트남 아동의 

입양적격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다. 두 판례에서 모두 아동 본국법의 기

아인정 혹은 아동유기에 의한 입양적격 결정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

았다. 수령국 법원이 송출국의 입양 적격 결정에 대해 자국 기준을 적용

했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n re Adoption of McElroy539) 케이스이다. 한국여성과 미군 사

이에 태어난 아동을 친모가 일방적으로 유기하였다. 한국 입양기관이 고

538) 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 ∮289 (1969).

539) 522 S.W. 2d 345, Tenn. Ct. App., (Feb. 07 1975) 판결문에 나타난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리차드 루이스 테일러는 1966년 4월, 미군으로 한국에 파병

된다. 그해 6월 한국여성 김경자를 만나 동거하고, 1967년 4월 미국으로 돌아간다. 

귀국당시 김경자는 임신 7개월이었으며, 1967.6.6. 여아가 태어났고, 이름을 Kimta 

Francoise Taylor라고 짓는다. 1968. 2월 테일러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김경자와 

결혼했으며, 아동을 친부가 되었고, 위 이름으로 아동의 미국여권을 발급받는다. 김

경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1968년 4월 테일러 혼자 미국으로 귀국해야 

했고, 이후 모든 가족이 미국으로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김경자의 미국행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1970년 6월 이후로 연락이 끊긴다. 1971년 3월, 테일러는 

김경자가 아동을 유기(abandon)을 알게 되고, 수소문 끝에 아동이 입양기관에 맡

겨졌음을 알게된다. 한편 McElroy는 흑인으로 한국 아동의 입양을 한미간 아동의 

입양을 주도하는 홀트입양프로그램 (Holt Adoption Program)에 의뢰했고, 테일러

의 딸의 입양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입양서류에는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

었다. 이는 당시 한국이 미국의 국제입양절차에 맞추기 위해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아동에게 다시 고아호적을 발급하는 고아입양특례법에 의한 것이었다. 1972

년 2.14 김지영은 IR-4 비자 (미국으로 입양될 수 있는 고아 자격 비자)로 미국

에 도착하고, 2.24 McElroy의 집에 살게된다. 그 동안 테일러는 자신의 딸을 미국

으로 데려오기 위해 비행기 표를 구입하면서, 팬암 항공사로부터 자신의 딸이 홀트 

입양기관에 있다는 말을 듣게된다. 테일러는 홀트 본부에 자신의 딸의 사진과 신분

증명을 보내면서 찾아달라 부탁했으나, 그런 아동이 없다는 답을 듣는다. 테일러는 

상원의원과 닉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딸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 요청했고, 상원

의원의 도움으로 미 국무부로부터 1972년 4월 3일 김지영이 미국에 입국했다는 

정보를 받는다. 테일러는 진행중이던 McElroy의 입양재판 절차에 개입하여 해당아

동을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하고, 아동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 207 -

아입양특례법에 의해 ‘고아호적’을 발급받아 이 법에 의한 입양절차로 

미국내 홀트입양프로그램에 의해 McElroy부부에게 미국 입양 결연하였

다. 계속해서 친딸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온 친부 (Taylor)가 아동의 입양

재판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재판개입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이를 허

가한다. 재판 결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아동의 입양적격은 부인되고,

McElroy 부부의 입양신청을 기각하고, 친부에게 아동의 양육권을 부여

하였다.

테네시 주법원의 주된 판단은 친부의 친권이 한국에서 성립되었

고,540) 친부는 친모의 입양동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어떠

한 의사표현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의 친권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 아동은 입양이 가능한 아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아동의 입양적격은 부인되고, 아동의 양육권은 친부에게 돌아갔다.

이 재판에는 이 아동의 입양을 중개했던 홀트 입양 프로그램이 개입

하여, 여러 법리를 다투고 있다. 우선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에 대한 준거

법에 대한 것이다. 홀트입양프로그램은 이 아동의 입양적격은 한국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아동의 입양적격은 한국정부가 

이미 판단한 것으로 외국 정부의 행위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Act of

State Doctrine'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법원은 한국법상의 아동의 입양

적격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아동에게 발급되는 소위 ‘고아호적’을 

발급하는 행위자체는 서울시 공무원에 의한 서류발급 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Act of State Doctrine이 상정하는 주권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으

며, 또한 사인간의 관계에 이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

정하지 않았다.

Holt Adoption Program은 대법원까지 이 사안을 가지고 가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541) 당시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을 주도하던 Holt Program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540) Id., 판결문에 의하면, 아동의 친모와 친부는 아동의 출생이후 결혼하였으며, 친모

는 아동의 입양을 동의하면서, 친부의 생존과 그 동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

다. 홀트입양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출생시, 부모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

으로 테일러의 친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541) 423 U.S. 1024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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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한국아동의 입양적격의 판단 절차가 미국

법원에서 부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도 한국내

에서 정부차원의 아동의 입양적격 판단에 대한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

는다. 미 대법원 확정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거의 인지되

지 못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친부가 아동의 소재를 알고 개입하

지 않았다면 입양으로 귀결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경우 것이다.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에 출신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

는 경우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

다.

다음은 이미 입양된 베트남 아동의 신병을 친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

에 대한 것이다. 1976년 미 아이오와 주에서 있었던 Doan Thi Hoang

Anh v. Nelson542) 케이스에서는 베트남인 친모가 이미 입양된 자신의 

친아들을 입양부모로부터 되찾는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아이오와 법원은 

친모가 베트남에서 아동을 고아원에 의탁하였으나, 어떠한 서면 형식의 

입양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아동을 고아원에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입양부모는 친부모의 양육권을 우선하는 법률

에 따라 아동의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재판에도 해당 입양기관이 개입하였다. 이들은 베트남 법에 의거,

아동을 고아원에 맡긴 행위 자체로 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아동

의 입양적격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의 유

기인정에 의한 입양적격 결정의 준거법으로 베트남 법을 인정하지 않았

다. 대신 아이오와 주법에 의거한 부모의 유기에 대한 판단기준과 적법

한 입양동의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입양법에서 말하는 유기는 부모가 긴박하고 궁박한 상

황에서 하는 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버리

고자 하는 확실한 의사표현이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 사실적 문제는 부

모의 정신적 태도와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아동을 유기하는 행

위와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을 단순히 고아원에 맡기는 행

542) 245 N.W. 2d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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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이를 맡긴다는 말을 하고, 고아원 직원에게 아동을 넘긴 행위만으

로는 아동을 유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오와 주법에 

의거, 서면으로 된 입양동의 없이는 아동의 입양적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두 경우 모두, 출신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입양적격 결정 기

준과 절차에 대해서, 친부모의 개입과 소제기로 아동의 입양적격을 재검

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수령국 법원은 출신국 법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국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결과, 아동의 입양적격이 

부인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3. 송출국 입양법제의 취약성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 기준과 절차는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으로 발전해 왔고, 입양동의에 대한 규율이 

중심에 있다. 수령국과 송출국 입양법제의 결정적인 차이도 입양적격 결

정에 있어서 공적기관의 개입 정도와 입양동의권에 대한 규율의 격차이

다. 적법한 입양동의 없이는 아동의 입양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

이 아동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의 공통되고 일관된 방향이다. 그 목적은 

부모의 친권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보호이다. 유럽의 가족법은 이미 ‘parental rights’라는 용어를 ‘parental

responsibilities’로 변경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는 것은 방지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이 부적합한 경우만을 

가려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공적인 절차 없이, 아동이 친권의 보

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유기인정’을 통해 아동

이 입양대상이 되었다고 결정하는 법제는 송출국 입양법제의 대표적인 

취약점이다.

한국과 중국의 기아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법 규정을 비교해 보았

다. 입양동의를 통해 아동의 입양적격을 확인하는 기준과 절차를 갖추기 

못한 법제에서는 이를 아동이 유기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대치해 왔



- 210 -

다. 그 원형이 한국법제이고, 그 영향을 새로운 최대 송출국인 중국이 이

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아’입양을 위한 법제로 시작한 송출국의 입양법제는 아동의 입양

적격 결정을 위한 공적 절차가 아직도 공백으로 남아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인 가를 위한 입후제도에서의 입양동의에 대한 요건과 절

차가 아동의 입양에 구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송출국 

법제의 입양동의에 대한 문제를 한국 법제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입양특례법과 완전입양 효력 

한국의 입양법제는 2012~13년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2012년 입양특례법의 전부개정으로 입양특례법상 입양에 완전입양효력인 

민법상 친양자입양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543)하고, 가정법원 허가제도를 

도입544)하였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대한 

전면적인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545)하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를 특정546)하는 등 입양규정이 대대적인 정비되었다.

아동입양제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기관, 당국에 의한 아동

의 입양결정 절차가 한국 근대 법제가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서야 아

동입양의 기본법인 민법과 요보호 아동의 입양절차를 규정한 입양특례법

에 도입되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법제의 개선의 주된 목적이 입양과 파

양에 국가기관(즉, 가정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547)

543) 『입양특례법』 (법률 제11007호, 2011.8.4., 전부개정, 2012.8.5., 시행) 제14조

(입양의 효과)

544) Id.,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545) 『민법』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2013.7.1., 시행) 제867조(미성

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546) Id., 제870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5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11300호), 입양특례법 (법률 제11007호) 

개정 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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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법의 규정이 아동의 입양제도에 대해 국제기준이 제시하는 국가

의 아동보호에 대한 의무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 아동의 입양 절차의 최종단계인 입양의 결정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아동에 대한 입양동의, 사전 상담,

양부모 입양자격에 대한 심사 등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핵심적 내용은 입

양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남아있고, 입양재판 이전에 공적기관의 아

동보호를 위한 개입의 근거와 절차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위한 심리를 통해 이러한 법적 요건이 제대로 

구비되고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입양기관에 의

해 사전판단이 내려지고, 아동은 친부모와 분리되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고, 입양부모가 입양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해당아동

에 대한 입양을 불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양결정에 대한 관할을 적극

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의 입양이 공적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법제를 완성하

기 위해서는 아동 입양절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입양적격에 

대한 판단이 공적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입양동의와 입양적격 결정

한국 현행 민법과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의 법적 효력

과 유효 요건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 ‘동의’가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아

동입양에 대한 국제법 규범의 주요 요소로 논의해 온 입양적격 결정을 

위한 ‘입양동의’와 동일한 것으로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제 규범에 의거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가족법이 자

발적인 친권포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그 법적 효력을 명확

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아

동에 대한 친권의 소멸 혹은 변동 여부, 아동 보호를 위한 후견권의 성

립 등 아동의 입양적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 하에 입양동의에 대한 규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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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동의권자, 유효한 동의의 시점, 사전 상담의 의무와 같은 엄격

한 유효 요건을 논할 수 있다. 한국 법제에 규정된 입양동의를 국제규범

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하면서, 입양적격 결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민법상 일반입양제도의 입양동의

민법상 일반입양은 양친될 자의 입양제안을 양자가 승낙하는 것으로 

성립한다.548) 이러한 승낙에 대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549) 따라서 

동의는 성립의 직접적 요건이 아니라, 유효한 입양승낙을 위한 요건이라

고 볼 수 있다.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입양의 승낙을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대신한다. 이를 대낙이라 한다.550) 대낙권자와 동의권자는 동일

하고, 대낙과 동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대낙만으로 입양의 성

립이 가능하다.551) 동의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권자의 친권자

의 동의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552)

일반입양은 유효한 입양이 성립한 후에도 단순입양 효력을 가지게 되

므로, 입양 동의가 친부모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입양 성립 이후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할 수 

있으나, 혈연에 의한 친생자 관계는 유지된다.

입양동의가 아동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동의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

다. 아동입양에 대한 전면적 법원허가제 도입으로 일반입양도 법원의 허

가를 거쳐야 하나, 입양동의 절차에 있어서 공적기관의 개입에 대한 법

적 근거나 절차는 없다.

한국의 가족법은 친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입양동의는 이러한 친권을 제한 혹은 종료하는 법적 효

548) 『민법』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2013.7.1., 시행) 제869조.

549) Id., 제 870조, 제871조

550) Id., 제869조, 제870조.

551) Id., 제870조 제1항 1호.

552) Id., 제9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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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부적절한 친권을 규율할 수 있는 효과적 수

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친권 박탈의 근거규정은 있으나, 이 규정이 실

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절차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친권에 대한 개입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하겠다. 다만, 친권에 대한 개입 근거와 절차의 공백은 입양동

의에 대한 공적 개입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민법상 친양자 제도의 입양동의

친양자 입양이 법원허가로 성립하고, 양부모와 양자 관계는 친생자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완전입양 효력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동의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치 않다. 적법한 입양동의

에 대한 검토는 법원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나, 동

의 자체를 독립된 절차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요건이나 공적개입 절차는 없다. 한국의 법제와 헌법재판소

가 아동에 대한 입양동의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헌

재 결정을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입양특례법상의 입양동의

입양특례법은 한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른바 요보

호 아동이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

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요보호 아동이란 1961년 제정된 아

동복리법에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

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

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로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고 그 복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로 상정하고 있다.553)

553) 『아동복리법』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1962.1.1., 시행)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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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5년 이 법의 개정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그 정의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재정의 되었다.554)

이 정의는 2011년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용어는 ‘보호대상 아동’으로 다

시 바뀌지만, 의미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555)

입양특례법상의 양자가 될 자격은 이러한 요보호 아동 중에서 보호자

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에 보호시설에 보호의뢰 된 아동, 부모 또는 후견

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혹은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된 아동, 법

원에 의해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된 아동,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

뢰 된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다.556)

입양특례법상 입양동의는 특정된 양부모에 의한 입양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입양기관장에 대한 보호의뢰에 대한 동의이다. 이 법에 의한 입

양동의서를 입양기관에 제출하면, 입양기관이 아동을 넘겨받아 입양되기 

전까지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고,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직무를 수

행하게 된다. 그동안의 입양기관의 관행으로는 이를 친권포기서라고 칭

했다. 그러나 아동은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아동의 친

모의 친권에 대해서 이 입양동의가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지는 판

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친권이 종료되고 이를 대치하는 후견권이 성립되

는 효과를 낸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어

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2년 전부개정을 통해서 입양특례법상 유효한 입양동의에 대한 요

건은 대폭 정비되었다.557) 그러나 여전히 입양동의 자체의 법적인 효력

554) 『아동복지법』 (법률 제7591호, 2005.7.13., 일부개정, 2006.1.14., 시행) 제2조

(용어의 정의).

555) 『아동복지법』 (법률 제11002호, 2011.8.4., 전부개정, 2012.8.5., 시행) 제3조

(정의).

556) 『입양특례법』 (법률 제2977호, 1976.12.31., 제정, 1977.1.31., 시행) 제2조; 『입

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법률 제4913호, 1995.1.5., 전부개정, 1996.1.6., 시

행) 제4조.

557) 『입양특례법』 (법률 제13322호, 2015.5.18., 일부개정, 시행) 제12조.



- 215 -

에 대해서는 공백상태이다. 최종적 입양허가가 내려지는 법원 심리 과정

에서 입양동의에 대한 적법한 서류를 구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

다.558) 그러나 숙려기간, 사전상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입양동의가 

이루어졌는지 공적기관 개입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여전히 부재하다.

입양특례법상의 입양동의와 입양의 기본법인 민법의 입양동의와의 불

일치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한국 법제상 입양동의가 특정한 입양에 대한 

동의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양부모를 특정하지 않은 백지 상태의 입양동

의도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민법상의 입양동의는 일반입양이든,

친양자입양이든, 특정한 입양에 대한 동의라고 본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규정상의 입양동의는 앞서 설명했듯이, 보호의뢰를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부모 결연이 이루어진 후, 해당 입양에 대한 별도의 

입양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입양동의라는 제도의 목적

을 아동의 복리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는 당연히 특정한 입양에 대한 동

의라고 보아야 한다. 유럽아동입양협약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백지 동의와 같이 아동보호 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친권의 종료 효과를 동반하는 입양동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공적기관에 의한 판단을 거치고,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보

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법제상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을 위한 

절차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고, 입양동의에 대한 규정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은 두고 있으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공적기관이 확인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개별 아동

의 케이스를 검토하는 절차가 부재한 실정이다.559) 아동이 일정한 법정 

시설에 보호의뢰 되었다는 것이 아동이 입양 대상이 된다고 자동적으로 

558) Id., 제11조 제1항 3호.

559)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조

치를 위한 개별적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동복지심의위

원회가 설치 운영중인 지자체는 2016년 현재 74곳에 불과하고, (경향신문 “아동복

지 ‘법’만 있는 한국”. 2016.1.21.) 그나마 운영되는 곳도 후견인 선임, 가정위탁 

추진 등의 핵심적 기능은 전무하고, 자동적으로 아동을 양육시설로 이동시키고 있

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보호아동 심의 않고 양육시설 직행, 아동복지법 

무시하는 서울시 구청들.” 20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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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고아입양법제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고 볼 수 있다.

가족법이나 아동보호법제에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의 단계는 공적기관에 

의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 행위 혹은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가 완전입양 효력을 내는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동의에 대

한 판단을 보면, 한국법제의 동의와 국제 규범에서 논하는 입양동의는 

같은 전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한 구 민법(2005.3.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

고, 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에 대해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560) 이 결정에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에 대한 판단과 함께, 우리 헌재가 아동의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복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구 민법은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2년 개정되어, 부모의 동의거부에도 불

구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561)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입양제도에 있어서 입양으로 보다 나

은 양육을 받을 환경을 추구하는 것을 양자될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6조제1항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

560) 헌법재판소 2012.5.31. 선고 2010헌바87 결정.

561)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

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

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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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등에 기초한 가족생활을 자유로운 형성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규정

하고 있는 것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헌법 제36조 제1항은 친양자로 될 자가 그의 

의사에 의해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나아가 친생부모가 사실상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양육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열악한 양육환경

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 양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

하고,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입양제도를 형

성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친양자가 될 자’의 지위에 있

는 당해 사건 본인들은 자신들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가정환경에서 양

육을 받을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부당한 외부적 간섭에 의해 그의 

선택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아동의 입양을 아동의 자유권에 근거한 권리로 해석하고 ‘보다 나은 

부모’ ‘보다 나은 가정’을 찾을 권리라고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과 그 외에 국제사회에서 발달되어온 아동

의 입양에 대한 국제법 규범과 양립가능한 해석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

을 가지게 한다.

헌재는 이 사안을 친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력 발생에 있어서, 친생부

모와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대립·충돌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의 권

리는 친양자 입양으로 열악한 양육환경을 벗어나 적절한 양육을 받을 권

리이다. 이를 통해 침해되는 친생부모의 기본권은 친양자 입양의 효과로 

친생부모와 그 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다. 이 두 권

리들간 이익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친생부모와 그 자식 사이의 가족 및 친족관계는 법 이전에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본원적이고 자연적인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은 인위적으로 

단절할 수 없는 천륜지간이라는 윤리의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

로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관계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

여 단절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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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권을 박탈할 만큼 친양

자가 될 자의 기본권 침해가 중대한 것인가를 판단한다.

헌재는 ‘친생부모의 동의권 행사가 친권상실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도저히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권을 남용하는 자에 한하여 친족관계를 소멸시키자는 취지

이고, 반대로 친생부모에게 친권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고 단순히 친

양자가 될 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친부모보다는 양부모에 의한 양육

이 더 적합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함부로 단

절시킬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이라

고 보았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에는 여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입양될 권리’를 가지는가, 아동의 입양은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적극적으

로 찾아나설 아동의 자유권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국제법적으로 ‘입양될 권리’가 존재하는가를 검토해 보았을 때, UN 아동

권리협약을 비롯한 모든 국제규범은 아동의 입양을 친생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호의무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양육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동의 입양과 관련

된 결정례에 나타난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에 대한 

판단에서, 일관적으로 이 조항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영위한 권리이지,

가족을 형성할 권리, 즉 아동을 입양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562) ‘입양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법리는 ‘입양될 권

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아동권리로 보호받아

야 할 것은 ‘가정에서 양육받을 권리’이며, 친부모와 떨어지지 않을 권리

이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보호형태는 친가족 양육이 최우

선이고, 입양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입양은 아동의 자유권에 근거하여 자유의지에 의해 더 나은 부

562) ECtHR Frette v. France (26 May 2002) (Application no. 36515/97); ECtHR 

Pini and others v. Romania (22 Sep 2004) (Application nos. 78028/01 & 

78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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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양육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해석은 지금까지 논해온 아동

권리 규범과 너무나 간극이 크다. 우선 아동 권리보호의 기본 전제는 아

동이 권리의 주체이기는 하나, 스스로 이를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무

능력을 인정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동을 

대표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관할을 국가와 공적기관에 부여하는 법리이

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리에 대한 판단이 개

입할 여지가 없다.

셋째, 부적절한 친권에 의한 양육은 아동의 적극적인 자유권에 기반

한 새로운 입양부모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아동 보호의무에 의한 친권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이다. 부

적절한 친권은 입양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에

서 비롯한 친권에 대한 개입, 제한 혹은 박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친부모 양육과 양부모 양육은 같은 순위의 선택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친부모 양육이 가능토록 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이것이 불

가능할 경우, 입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양부모 가정의 사회경제적 

우위는 입양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넷째, 아동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친생부모와 친자녀의 권리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고 양자 간의 권리형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도 

국제규범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아동의 입양관련 국제법 규범은 오

히려 친생부모와 가족의 동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는 

친권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자랄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것이다. 적법한 아동의 입양적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필

요한 동의는 국가가 책임지고 반드시 확인하고, 남용되는 친권에 대해서

는 동의 없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적 아동보호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다. 친양자 입양을 추구하는 아동과 

친생부모의 친권 간 이익형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

리가 부재하고, 사적자치와 계약관계에 의한 입양의 성립이라는 한국 민

법의 전통적인 가를 위한 입양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법리적용이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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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 취지와 국제법 규범과의 간극은 한국의 실정법이 공적기

관의 친권에 대한 개입과 아동보호의 적극적 역할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

를 갖추지 않고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 이유라고 본다.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에 대한 법제는 공백이라고 할지라도 실제에 있

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아동이 입양대상 임이 결정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법의 공백상태를 어떠한 관행이 채워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라. 허위 출생신고와 아동신분세탁의 위험

아동입양에 대한 법원허가제 도입으로 아동 입양 관행에 있어서 근본

적인 변화는 아동의 출생신고이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입양신청 서류

에 아동의 출생 신고 증빙서류를 요구하고,563) 이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로 규정하였

다.564) 이 영향으로 입양대상 아동도 출생신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위에서 제기한 입양동의에 대한 수많은 쟁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절차가 실제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법원허가제 도입 이전부터 입양의 대

외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구 호적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입양신고가 필요했다. 그 신고 과정에서 최소한 적법한 서면 

형식의 입양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아동의 국내

입양은 90% 이상 입양부모에게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565) 이는 입양특례법상의 입양 뿐 아니라, 민법상 입양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가능했던 배경은 느슨한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이다.

한국의 신분공시제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 『호적법』566)과 

563) Id., 제11조 제1항 1호.

564)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51호, 2012.8.3., 전부개정, 시행) 제9

조 1호.

565) 변용찬 등(1999), supra note 116, p.64. 

566) 『호적법』 (법률 제535호, 1960.1.1., 제정, 시행) (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폐지, 2008.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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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567)에서는 아동의 출생

신고는 부 혹은 모의 의무로 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관행적으로 이

루어졌던 ‘인우보증제’가 인정되고 있었다. 이는 대법원 예규로 출생신고

의 사무처리 지침을 통해 출생신고 사건 본인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사람도 없을 경우에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의 증언과 작성한 서식을 출생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제도이다.568) 한국에서는 두 명의 증인만 확보할 수 있다면 아동의 

출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왔다. 한국에서 국내입양은 민법에 

의한 것이든 입양특례법에 의한 것이든 이러한 허위출생신고를 통하는 

것이 사회전반에 퍼진 통상적 관행이었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은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 11월 30일 시행되었

다.569)

국내입양이 허위 출생신고로 성립되는 관행은 197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상 그 적법성이 추인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대법원은 “당

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

이다”라고 판결하였다.570)

이 판결의 원인이 되는 소송은 당시에는 허위 출생자 신고로 인한 입

양을 파양하기 위해서 ‘친생관계부인의 소’를 활용하는 또 다른 탈법적 

관행 때문이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 이후에는 이러한 우회, 탈법적 파양

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으나, 우리나라 국내입양제도의 모순은 더욱 복

56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 2007.5.17., 제정, 2008.1.1., 

시행).

56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서』 (2013.12) 참조.

56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69호, 2016.5.29., 일부개정, 

2016.11.30., 시행)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의해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

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외에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출생확인에 대한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

록 하여 사실상 ‘인우보증제’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570)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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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의 효과를 판례에 의한 법의 형성이라고 

보는 견해571)에서 보자면, 이는 사실상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완전입

양’ 효과를 판례로 인정한 것이라는 결론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입양기

관과 입양부모들이 선호하는 국내입양에서의 허위 출생신고 관행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친생관계부인의 소와 같이, 파양시 양자의 이해관

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절차보다는 민법상의 파양요건에 맞는지 여부

를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었다.

고착된 탈법적 관행에 대해서 그나마 가능한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효과보다는 탈법적 출생신고로 입양신고를 갈음하는 관행을 공고히 

한 효과가 더욱 컸다. 이 판결문에는 탈법적 출생신고가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한 흔적이 거의 없다.

1977년 고아입양특례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입양특례법

에는 이 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572) 그러나 아동의 복리를 위해 양부모가 원하는 가족관계는 

단지 성만 같은 것이 아니라, ‘친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

나 법률상 그러한 가족관계를 성립시킬 방법이 없었으며, 인우보증에 의

한 출생신고 제도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

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은 입양의 신고를 입양의 효력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행 민법과의 요건이 맞지 않아 입양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573) 완전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상의 입양제도와 허위출생신고에 의해 사실상 인정되는 입양의 

효력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 그 기저에 깔린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근대법제가 성립된 이후 수십년간 실정법과 판례로 허위 

571) 윤진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에 관한 몇가지 문제", 『판례월보』 

251호, (1991). p.20.

572) 『입양특례법』 (법률 제2977호, 1976.12.31., 제정, 1977.1.31., 시행) 

      제7조 (양자의 성과 본) ①이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573) 윤진수 (1991), supra note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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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실질적인 국내입양의 성립절차로 인정하여 왔다고 볼 수 있

다.

허위 출생신고가 가능한 제도 자체는 출생 직후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아사망

의 경우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2000

년대 초 실제 신생아 사망과 영아사망 통계간의 격차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 사망이 신고 되지 않은 경우가 20% 넘는 것으로 추정하

는 연구결과도 있다.574)

2011년 10월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국가보고서 심사 시에 아동

의 출생신고제도에 대해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이라는 기준에 부합하

는 법과 시행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입양부

모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de facto 입양이 성립되도록 하는 결

과를 낳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러한 제도가 “미혼모에게 끼

치는 영향에도 역시 우려를 표시”했다.575)

2015년 12월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시민정치적 인권규약에 관한 국

가보고서 심의 시에도 한국이 “아동 부모의 법적 지위 혹은 출신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

다.576)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는 이렇게 아동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UN

인권규범을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 특히 

이러한 출생신고제도의 모순은 아동의 입양법제의 왜곡에도 결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 그나마 존재하는 아동의 입양법제상의 절차는 허위 출생신

고에 의해 모두 우회되고 무력화되었다. 아동의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안

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전적으로 입양부모의 선의 혹은 입양

기관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외입양에 있어서 입양적격 결정은 입양특례법 상 입양은 기아 신고

574) 한영자, "2005~2006년 영아사망 수준 및 특성분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59호(2010.1), pp.75-85. 

575) UN Doc. CRC/C/KOR/Q/3-4, para. 36.

576) UN Doc. CCPR/C/KOR/CO/4, para.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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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아 호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 걸쳐 설명하였

다. 한국에서의 국외입양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소수의 입양기관

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통해 공적인 아동보호체계를 대체해

왔다고 할 수 있다.577)

마. 송출국 경험과 제4조 의무

국제입양의 경험은 아동에 대한 입양법제 뿐 아니라, 송출국 아동보

호법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한국 사례가 증명해 준다. 출생등

록에 대한 제도와 미아 보호와 같은 아동보호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

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헤이그 협약 제4조의 의무는 단순히 입양법제의 

개선만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아동과 관련된 가족법과 아동보호법제의 

변화가 함께 요구된다. 다음은 국제입양과 아동보호법제를 연결시키는 

효과를 내는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국제입양의 보충성 원칙

1. 아동보호를 위한 ‘충분한 노력’578)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법리 중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나 법원의 결정례 등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야 발전하기 시작한 주

제이다. 가장 주요한 법원은 UN CRC 제21조의 (b)와 1993 헤이그협약 

577) 『고아입양특례법』 (법률 제1745호, 1966.2.23., 일부개정, 1966.4.24., 시행) 

     제5조 ① 이 법에 의한 고아의 입양알선에 관한 업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

은 자(이하 "입양알선기관"이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10조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아의 입양알선에 관한 

업무를 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78) due consideration의 의미는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노력을 의미한다. 직역은 적절한 검토, 필요한 고려 

등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사안에 대한 검토를 넘어서서 상담, 대안가정 발굴 등

의 현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노력’

이라는 해석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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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b)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두 협약이 규정하는 보충

성의 원칙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

다.579)

1993 헤이그 협약 제4조의 “아동 출신국의 권한당국이 아동의 자국내

에서의 보호 방법을 적절하게 검토한 이후 국제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

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제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은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An adoption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shall take place

only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of origin - b) have

determined, after possibilities for placement of the child within the

State of origin have been given due consideration, that an intercountry

adoption is in the child's best interests;

헤이그협약에 있어서 송출국의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며, 당

사국의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을 분석하면 다음

과 같다.

가. 공적 아동보호 방안의 우선순위

헤이그협약 제4조에 의하면 아동의 입양적격을 결정하는 것은 권한당

국의 의무이며,580) 아동의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권한당국의 의무이다.581)

국제입양의 결정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입양대상 아

동에게 국내입양의 가능성과 국제입양의 가능성이 두 가지 모두 열려있

579) ISS (2009), supra note 489, pp.4-5. 예를 들어, 헤이그협약 제4조의 국가의 

due consideration의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 완벽하게 모든 아동보호의 가능성을 검

토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국제입양의 가능성이 제공할 수 있는 보호와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호방법과의 형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UN CRC보다는 훨씬 더 ‘느슨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580)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의 a.

581) HCCH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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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582) 국내입양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당사국의 아동보호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는 명백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의미이

다. 국내입양을 포함한 자국 내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에, 국내에서 보호가 불가

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국제입양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또한 국제입

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권한당국이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아동의 국제입양은 사적 입양중개기관의 사업

영역으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의 공적 아동

보호체계와 연결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된다. 이러한 규정과는 반대로 많

은 아동 송출국에서는 국제입양을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아동복지 서비스

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허용되고 있다. 헤이그협약 제4조는 이

를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아동보호와 복지체계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입양적격 결정의 기준과 절차가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듯이, 보충성 원칙을 위한 국내법제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렇

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당국의 고려와 노력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상 

당사국의 의무인 ‘적절한 검토’를 충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적절한 국내보호 방식

(1) 대안양육의 방식

헤이그협약 제4조에 규정한 권한당국의 ‘적절한 검토’의 의무의 전제

는 해당 국가에 친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한 아동보호체계와 대안양육을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양육의 형태에 대해서

582) 대부분의 state of origin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상, 국내입양의 기회보다는 국제입

양의 요구가 훨씬 더 강하고 쉽게 열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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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N CRC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상 의무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UN CRC 제20조에서는 아동의 대안 양육 형태를 결

정하는데 있어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연속적으로 유

지되는 것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제21조의 (b)에서는 

국내입양과 함께, 가정위탁보호도 적절한 국내 대안 양육 형태로 규정하

고 있다. 경우에 따라 시설보호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헤이그협약은 

영구적 가정보호를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판단기준으로 제시한다. 어

떠한 상황에서도 시설보호나 위탁가정 보호보다는 외국에서라도 영구적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2) 가정양육지원

UN은 권한당국의 충분한 노력의 의무에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아동

이 부모에게서 분리되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정의 양육지원, 단

기적 분리를 통해 원가정이 회복가능 하도록 하는 가정의 재결합 지원,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583)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헤이그협약 제4조의 (b)의 충분한 노력의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CtHR는 이에 대해 국가가 가족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제8조에 대한 국가의 의

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584) Olsson v. Sweden 케이스에서는 ECtHR

는 가족의 만남을 유지할 권리는 명목상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

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585) 이 케이스에서는 스웨덴의 복지

당국이 청구인의 자녀를 그 부모와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ECtHR는 이러한 조치로 스웨덴 정부가 협약 제8조의 가족생활을 존중

583) UN (2010), supra note 99.

584) ECtHR Keegan v. Ireland (1994) (Application no. 16969/90).

585) ECtHR Olsson v. Sweden (1988) (Application no. 104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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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가족이 궁극적으로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위해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는 아동의 출신국 내에서의 가정

보호가 아닌 시설보호가 권한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아동의 대안양육 중 

하나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헤이그협약은 이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UN CRC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UN CRC 21조는 명백하게 시설보호 역시 아동의 대안양육의 한 방법으

로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ECtHR의 Pini and others v.

Romania 케이스에서는 결과적으로 국제입양의 경우와 자국내 시설보호

에 머무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해야 했다.

아동들이 자국내 시설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으로 판단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아동의 시설보호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

이라고 보기를 어렵다. 아동의 대안양육은 절대적으로 가정보호가 우선

하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다만, 아동의 연령, 발달상태, 자국내 

확대가족과의 재결합 가능성, 언어, 문화적 습득 정도 등에 따라서 과연 

국제입양이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 케이스별로 

관련된 사실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여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아동 최선의 이익 결정

아동의 국제입양이 수 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던 

주요 원인은 사적 기관인 입양중개기관에 의해 아동의 국제입양이 결정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적기관이 제3세계 아동을 선진국 가정에 입양

하면서 내세운 가치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었다. 미혼모나 빈곤가정에 

태어난 아동에게, 양질의 영양, 교육, 건강,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서구 

선진국의 가정이 열려있다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

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기관의 자선과 복지에 기반한 판단이 협

약의무에 근거한 권한당국의 결정으로 대치되는 것이 제4조 의무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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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변화이다.

헤이그협약 제4조의 (b)는 아동을 국제입양을 보내는 송출국은 정부

가 스스로 자국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라는 의

미가 된다. 특정 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적 입양기관이 아닌, 권한당국이 결정하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공적인 

아동보호법제 상의 절차를 국제입양과 직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제4조

의 (b)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친권에 대한 개입, 부모와의 한시적 분리조

치, 대안양육, 친권종결에 대한 판단, 국내입양, 국제입양으로 이어지는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절차가 통합되어야 한다.586)

국제입양 확대의 주된 원인은 국제입양중개기관과 연계된 송출국 국

내의 입양기관이 해당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아동복

지 서비스의 하나로 운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친부모의 동의만 있으

면, 영유아가 입양기관장에 의해 국제입양 중개가 가능했다. 국제입양을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중개기관 뿐 아니라, 송출국 

정부차원에서도 용인되었다. 국가의 아동보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서도, 아동에게는 바람직한 양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으로 인식되었다.

아동을 사회경제적 이유로 친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 자체가 주요한 

아동권리 침해이다. UN에서는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는 것이 아동을 위

한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친부모의 입양동의를 유인하는 것을 불법

입양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출국들은 아동보호와 복지의 

상당부분을 이러한 사적 입양기관의 국제입양을 통해 해결해 왔던 방식

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국제입양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가족법과 아동보호법제는 제4조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

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출신국에서 보호받을 권리

586) Fenton-Glynn (2014), supra note 503,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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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은 아동이 태어난 나라에서 보호받을 권리

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UN CRC 제21조 (d)는 아동이 자신이 타고난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유지할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 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자라날 권리에 대한 것이

다. 2004년 유럽인권재판소의 Pini and others v. Romania 판결587)에는 

이에 대한 검토와 판단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 국제입양 아동의 이주 거부

사건의 청구인은 4명의 이탈리아 시민으로 두 쌍의 커플이다.588) 이

들 커플은 각각 한명씩 두 명의 루마니아 아동 Florentina와 Mariana 입

양판결 받았으며, 아동들은 모두 1991년생으로 입양판결 시 만9세였다.

이들은 루마니아의 브라소브 (Brasov) 지역의 Poiana Soarelui

Educational Center (CEPSB)라는 유기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담당하는 

사적 아동보호시설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 시설은 브라소브 아동보호국

의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

청구인들은 A 입양중개기관을 통해 Florentian와 Mariana의 입양절

차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각각 3세와 7세에 유기아동이라는 법원결정이 

내려졌다. 브라소브 지방 법원은 2000년 9월 28일 이탈리아의 청구인에

게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고, 아동의 출생증명서 수정 명령을 내렸다. 이

에 대해 루마니아의 헤이그협약 상 중앙당국인 ‘루마니아 입양위원회’

(Romanian Adoptions Board)로부터 항소가 있었으나, 기각되고 입양판

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입양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아동의 신병을 넘겨받으려 하였

으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던 시설인 CEPSB는 아동의 출생증명서 전달

과 아동 신병 이전을 거부했다. 수차례 법원 집달관과 경찰이 청구인들

587) ECtHR, Pini and others v. Romania, (2004) (Application nos. 78028/01 & 

78030/01)

588) Carlo Pini 1957년생, Annalisa Bertani 1952년생, Reggio Emilia 거주, Salvatore 

Manera 1951년생, Rosalba Atripaldi 1953년생, Mantua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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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찾아가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당하거

나, 이 시설에서 아동들을 찾지 못하는 등 법원결정 집행에 실패하였다.

CEPSB는 법원에 그 절차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거부당

하자, 2002년 9월과 11월 입양대상인 Florentina와 Mariana 아동들이 직

접 입양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청구원인으로 자신들은 입

양부모를 제대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알지 못하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실질적인 ‘가정’인 CEPSB와 이곳의 양육자와 친구들이 있는 루마니아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Florentian의 소송은 입양판결의 

취소가 아동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Mariana의 

신청은 받아들여 입양판결을 취소하였다. 이유는 Mariana가 CEPSB에서 

양질의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입

양부모와는 어떠한 감정적 유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청구인들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 가정생활의 존중 및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2001, 2002

년 이탈리아 양부모들의 재판 청구를 받고, 2003년, 제3자 개입을 승인하

였다.589)

ECtHR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 고려한 관련 법은 국제법으

로는 루마니아가 1994.10.18 가입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590), 루마니

아가 1990.9.28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591), 1993.5.18 가입한 1967 유럽

아동입양협약592), 그리고 2001.7.24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신청에 대

한 유럽의회 보고서를 들고 있다.

루마니아 국내법으로는 1997.6.9일자 입양에 관한 정부긴급명령 25

호593), 같은 날짜의 위기상황의 아동보호에 대한 정부긴급명령 제26

589) 개입이 허가된 개인과 단체는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양육시설, 유럽의회의 

대표적인 국제입양 비판론자인 Baroness Nicholson of Winterbourne, 전 루마니아 

테니스 스타이자 해당 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Tiriac, 아동의 대리인으로 부카

레스트 변호사 협회를 대표하는 변호인 등이었다. 이 케이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루마니아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해 관련된 공익 운동 관련자들이 참여한 대표적인 

결정례라고 할 수 있다.

590)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591) 제21조 (a), (b).

592) 제4조, 제5조, 제10조.

593) Section 1 (1) adoption is a special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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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594), 1997.9.12일자 루마니아 입양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정부

결정 제502호595), 2003.7.3일자 아동보호와 입양에 대한 국가당국의 조직

interests, establishing a pare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adopter and the 

adopted person and family ties between the child and the members of the 

adopter's family.

   (3) An adoption order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when a judicial decision 

[granting the application for adoption] becomes irrevocable.

   Section 7 (1) The following shall be required for an application for adoption 

to be granted: (a) the consent of the adopted person's parents or, as 

appropriate, parent(...); (b) the approval of Child Welfare Board for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c) the consent of the child if he or she is ten or more 

years of age; (d) the consent of the person or family adopting the child.

   (2) If(...) the child has been declared to have been abandoned in a final court 

decision, the consent referred to in section 7(1)(a) shall not be necessary.

   Section 18 (1) The court shall not decide on the application for adoption in 

private, as a panel of two judges(...).

   (2) The following shall be summoned to attend the hearing: the Child Welfare 

Board which approved the adoption, representing the child; the person or 

family wishing to adopt; and the Romanian Committee for Adoption. State 

Counsel's attendance shall be compulsory(...).

   (3) The court may examine any evidence admitted by law.

   (4) The Consent of the child, if he or she is aged ten years or more, shall be 

obtained in court.

   Section 21. The child shall acquire the surname of the person who adopts him 

or her(...). Pursuant to an irrevocable decision by the court that makes the 

adoption order, the relevant registry office shall draw up a new birth certificate 

for the child, on which the adoptive parents shall be entered as the biological 

parents. The previous birth certificate shall be retained, with a marginal note 

referring to the issuing of the new document.

   Section 22 (1) An adoption order may be set aside or revok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2) An adoption order may be revoked at the request of the child, if he or 

she is aged ten years or more, or of the Child Welfare Board for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if revocation is in the child's best interests.

   (3) The court[revoking an adoption order] shall also rule on the surname 

which the child is to take after the adoption order has been revoked.

594) Section 7. In order to ensure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in difficulty, the 

Child Welfare Board may order.

   (e) the placement of the child in the care of a special public welfare 

institution or a licensed private institution.

   Section 8. If the child has been declared to have been abandoned in a final 

judicial decision(...) parental rights shall be exercised by the country council, 

through the Child Welfare Board.

595) Para 1. (1) The Romanian Committee for Adoption shall be structured and 

shall act as a specialist body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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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능에 대한 정부결정 제770호596), 가족법597), 형법598), 2002.11.12 헌

법재판소 결정 308호599), 헌법600), 그리고 2001.10.8일자 모든 국제입양절

purpose of supervising and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through adoption and ensu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field.

   (2) The Romanian Committee for Adoption shall be the central Romanian 

Authority responsible for assuming the obligation laid down in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596) Para 1. The National Authority for Child Protection shall act as a specialist 

body of the central Government, with legal personality a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Labour, Social Solidarity and Family Affairs.

   Para 7. The Authority shall have the following duties:

   (f) proposing that the relevant authorities suspend or terminate any activities 

that pose a serious and immediate danger to the health or physical or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withdrawing the operating 

licenses of the legal entities responsible;

   (g) taking action to prevent or put an end to the consequences of any acts 

or deeds contrary to the principles and rules laid down in international treaties 

on children's rights and adoption to which Romania has acceded(...).

597) Article 75. [From the date on which the adoption order becomes final],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dopted person in relation to the adopter shall be 

the same as those of a child born to a married couple in relation to his or her 

parents(...)

   Article 100. Children below the age of majority shall live with their parents.

   Article 103. Parents shall be entitled to request that their child be returned 

to them by any person having unauthorised custody of the child. The courts 

shall refuse to grant such a request if this would not be in the child's best 

interests. The child shall be consulted if he or she is aged ten years or more.

598) Article 189. 1. False imprisonment shall be punished by a prison sentence of 

between one and five years.

   2. If(...) the victim is a minor, the penalty shall be a prison sentence of 

between five and twelve years.

599) 긴급명령 25호 7(1)(a)와 (2) 위헌결정 (...) in the case of a child who had 

been judicially declared to have been abandoned, it did not require the prior 

consent of the person or body entitled to exercise parental rights over the child 

in question.

600) Article 11. 2. Treaties lawfully ratified by Parliament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domestic legal order.

    Article 20. 1.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citizens' rights and liberties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with the covenants and other treaties to which Romania is a 

party.

   2.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the covenants and treaties on fundamental 

human rights to which Romania is a party and domestic laws,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shall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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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일시적 정지를 선포한 정부긴급명령 제121호601) 등이다.

나. 루마니아 정부의 아동보호 의무에 대한 판단

(1) ECHR 제8조 권리에 대한 판단 

제8조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과 아동들 간의 가

족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CtHR는 일관되게 제8조의 권리에

는 가족을 형성할 권리 즉, 입양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형성되어 있는 가족관계가 보호받아하는 하는 권리임을 인정

한다. 이 경우는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관할 법원으로부터 입양판결을 받

았으므로, 신청인과 해당아동들의 관계는 제8조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가

족관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위에 열거한 관련 국제법과 

루마니아 국내법에 의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

에 실제로 아동과 양부모가 생활한 기간이 없어 사실상(de facto) 가족관

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아동들이 입양결정 당시 나이가 9세 

반이었다는 점에 ECtHR는 특히 주목하였다. 루마니아법상 아동의 의사

가 입양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나이는 10세로 아동들은 그에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제8조의 가족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이를 한쪽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아동이 가족관

계를 형성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2) 아동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

601) Section 1. All proceedings relating to the adoption of Romanian children by 

persons and families of foreign nationality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is Ordinance comes into force

   Section 2. During the period referred to in Section 1, the National Authority 

for Child Protection and Adop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all review the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adoption, in order to bring the national 

legislation into lin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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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는 국제입양과 관련된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 

피력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국제입양이 영유아 대상

이므로 아동이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ECtHR는 일단 가족관계의 성립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대로 실

행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루

마니아 정부가 입양아동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본다. 루마니아 정부가 제

공한 두 아동의 비디오를 보면, CEPSB의 사회적 가족의 환경에 남아있

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에서 그들은 완전히 통합된 것으로 

느끼고, 신체적 감정적 교육적 사회적 발달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의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옮겨지는 것보다 남아있기를 원한다. 아동들의 이

익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연관도 가지지 않고, 모르는 사람으

로 여기고 있는 입양부모의 보호로 옮겨져 새로운 감정적 관계를 만들

어 가야하는 상황을 강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

ECtHR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고, 이들이 익숙한 양육환경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입양부

모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청구인들의 이익은 아동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고 싶어하

고, 이는 적법하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입

양의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놓아야 한다. 입양은 가정에 

아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가정을 주기 위한 것 (giving a

family to a child and not the child to a family) 이다.’

ECtHR은 사설 아동양육시설이 3년 동안 법원의 입양판결 집행을 거

부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관한 루마니아 정부에 대해서도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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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국제입양이 진행되어 온 관행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구인과 아동들 간에 입양 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루마니아에서는 입양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법제가 만

들어지기는 하였으나,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모습은 법의 목적을 달

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입양과정에서 아동들이 심리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수년간 이들의 집이었고, 사회적 감정적 지지를 

받던 곳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를 ECtHR는 청구인들의 이익과 

아동들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았다.

ECtHR는 이 결정을 통해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국가의 

due consideration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

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이 가족과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

다면, 국가는 이러한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한시적 대안양육으로 가족

이 재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영구적인 입양과 같은 방안은 배제

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장기적 대안양육이 가능하다면 국제입양은 고

려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 사적기관의 국제입양 관행에 대한 판단

국제입양과 관련해서 송출국 정부와 제3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의 의견이 직접 피력된 이 판례에서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양부모 위주의 국제입양 관행

입양부모는 입양중개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의 사진만 보고 입양

을 결정하고, 입양절차는 대부분 입양부모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 출신국

의 법과 절차는 따르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다반사

이다. 해당 아동은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

이 국경을 넘어 이동되는 것이 수십년간 이뤄졌던 아동의 국제입양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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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관행이었다. 이번 경우도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인도 불이행과 같은 이

례적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었다.602)

아동이 입양결정 당시 9세 반으로, 법적으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10세가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묻거나 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입양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는 입양중개기관의 잘못된 행태일 뿐 

아니라, 루마니아의 입양 관련 부서와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형식적 적

법성 외에 실체적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

는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CtHR는 아동의 의사와 심리적 준비 없이 국제입양 절차가 진행되

고 입양결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대의적 가치 뒤에 숨어 아동을 객체로 취

급해 왔던 국제입양기관들의 불법적 관행과 아동입양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절차를 집행하고 있는 루마니아 정부와 법원의 미흡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2) 시설보호와 영구적 가정보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의 시설보호를 국제입양보다도 후순위

에 둔다. 영구적 가정보호가 외국에서 가능하다면 자국내 시설보호보다 

국제입양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케이스에서 루마니

아에서 아동들이 보호되고 있는 형태는 명백한 시설보호이다. 결론적으

로 자국 내에서의 시설보호와 외국에서의 입양가정 사이에서 아동들이 

국내 시설보호를 선택했고, ECtHR는 그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

602) 이 케이스에서 가장 주목되는 바는 바로 이 CEPBS라고 하는 아동양육시설의 행

태이다. 아동은 법적으로 유기아동임이 인정되고, 그 양육권과 입양동의 등의 권한

은 해당 지방정부의 아동복지부서의 관할에 속하였다. 이 시설은 단지 아동의 실

질적인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고, 아동의 입양취소 

소송을 내고, 아동이 직접 입양취소 소송을 제기토록 지원하고, 유럽인권재판소의 

심리에도 제3자로 참여하였다. 이들의 행동은 루마니아의 여론과 관련 전문가집단 

등의 지지를 받았다. 판결문 상에는 이 기관과 시설이 아동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

공하였지만, 또한 아동 학대 사례 등에 대한 보고도 있어, 과연 이 시설이 아동권

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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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결정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특수한 고려 요소들이 있었다. 아동이 스스로의 의

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였고, 세 살무렵부터 수년간 생활해 왔고, 친구들

과 ‘substitute mother’라고 불리는 양육자들과의 관계를 실질적인 ‘가족

관계’로 인정했다는 사실 등이다. 양부모들은 이를 시설의 고용인에 불

과하고 영구적인 가정을 주는 입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

으나, 법원은 이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이 소녀들이 유아기부터 자라

나고 스스로 일종의 ‘가족’으로 느끼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시설보호와 

가정보호의 차이는 단지 그 형식상의 차이가 아니라, 아동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관계에 더 중점이 있다는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론

이 고연령 아동 혹은 오랜기간 시설에서 보호되었던 아동에 대해서는 시

설보호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이 

결정은 해당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한 결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

(3) 문화, 언어, 생활의 정체성 유지

UN CRC에서는 아동의 보호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는데 아동의 문화, 언어, 생활의 배경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헤이그 협약은 이를 압도하는 가치로 ‘가정’보호를 제시한다. UN 아동권

리협약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국가의 의무를 다룬 제20조에서는 아동

의 대안양육 방법을 선택할 때는 아동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 (b)에서는 

국제입양은 아동이 국내에서 적절한 보호 수단을 찾지 못할 경우에만 고

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CtHR는 이 케이스에서 시설보호와 가정보호와 같은 보호의 형태에 

절대적 가치를 두거나 이 순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다만, 아동의 연령, 발달상황, 그동안 살아온 아동의 경험과 감정 등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조사하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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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과 혈연관계도 아니고 처음보는 낯선 사

람들과 원치도 않는 감정적인 유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근거가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Flerentina와 Mariana는 자신들이 자라난 사

회와 가족 환경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환경이 그

들이 느끼기에는 완전하게 소속해 있고, 물리적, 감정적, 교육적 사회적 

발달을 가능케 했다. 외국의 낯선 환경으로 이주하기 보다는 이곳에 머

물러있기를 원하고 있다.”

아동의 국제입양은 문화도 배경도 인종도 언어도 완전히 다른 환경에

서도 아동들이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아동기’ 특유의 놀라운 적응성과 

복원력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만 2세가 넘어 이미 태

어난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애착형성을 완성한 아동들에게는 

국제입양으로 인한 가정을 가질 기회와 자기가 동화한 환경, 문화, 사회,

인간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 이는 UN CRC의 원칙이기도 

하고, 만2세 이상의 아동의 국제입양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이

다.

(4) 루마니아의 정부의 ECHR 제6조 의무위반

ECtHR는 루마니아 정부가 자국 법원에 의한 아동의 입양 판결을 제

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8조 위반은 아니지만, 청구인들의 

제6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한 권리는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결

정의 소수의견에서는 6조 위반이 아니라 8조 위반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이 사안에 있어서 아동입양 판결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으며, 국제입양을 결정하는 중

앙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시종일관 국가는 아동들

의 뒤에 숨어있었다. 입양취소 신청을 한 것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

를 진술한 당사자도 아동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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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HR는 루마니아 법원의 입양결정이 집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

단에 집중하여, 루마니아 정부의 제8조 혹은 제6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는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결정에는 ECtHR의 

판단이 루마니아 정부가 아동의 국제입양의 보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

한 due consideration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루마니아 법제의 문

제점은 없는 지, 루마니아 법원과 정부의 행태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

가 제시되지 못했다. 루마니아의 입양법제는 EU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혁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제의 

개혁을 이루었다는 것과 그 법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 임을 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3. 보충성 원칙 이행의 실제

가. 각 국별 이행현황

(1) 유럽 수령국

유럽 수령국에서는 국제입양을 위한 아동 송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헤이그 협약에서 제4조의 (b)의 의무는 이들 국가의 입장에서는 헤이그 

협약으로 새로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국 아동보호체계에 내재

(embeded)되어 있는 제도이다. 이들 국가에게 헤이그 절차는 이미 자국

이 갖추고 있는 아동보호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국제적 최소 기준

일 뿐이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에서는 해당 

국가의 합법적 거주자(legal resident)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아동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스웨덴과 스위스도 입양부모는 반드시 자국 국민이거

나 영주권자여야 한다.603) 혹은 일정기간 본국에 거주할 것 규정하고 있

603)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세계 각국의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리

해 두고 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adoptionsabroad/en.html>참조.



- 241 -

는데, 영국은 1년, 시이프러스는 2년, 모나코 10년을 규정하고 있다.604)

(2) 미국

미국은 수령국이면서 동시에 송출국인 매우 드믈게 나타나는 사례이

다. 헤이그협약의 당사국인 미국에서도 보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국

내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입양 중개기관은 외국 아동을 미국으로 입

양시키는 것 뿐 아니라, 미국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시키는 절차도 담당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수령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지속적으

로 지적해 왔듯이, 미국이 국제입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자국 내 아동

보호 조치를 사적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는 자국 내 아

동의 보호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자국 아동의 송출의 일차적인 책임을 인가기관과 승인된 개인

에 맡기고 있다. 이들은 적절하게 미국 국내에서 아동이 입양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노력에는 ⒜ 미국내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인쇄물,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

해 입양대상 아동의 정보를 알리는 것, ⒝ 아동출생 이후 60일 동안 아

동의 정보를 국내 정보 교환 및 등록처에 올리는 것, ⒞ 아동의 입양문

의에 답변하는 것, ⒟ 미국내 가능한 입양부모 등에게 아동의 배경에 대

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등이 이러한 노력의 유형으로 제시된다. 입양중

개 기관과 개인은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는 법원에 적절한 시기에 자격있

는 입양가정을 찾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음(혹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605)

해당 아동의 입양재판의 관할권을 가진 미국 주법원에서는 아동의 입

양 혹은 양육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완료해야 한

다.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하고, 협약 제4조 (제

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포함하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다. 아

동의 국제입양을 중개하는 사적 기관과 개인이 ‘아동의 미국내에서 입양

604) Fenton-Glynn(2014), supra note 503, p23.

605) Supra note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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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입양부모를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한

다. 이후 미국의 중앙당국(국무부)은 헤이그 입양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는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보충성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의 헤이그 

협약상 권한당국인 법원과 행정기관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확인하는 

증빙서류이다.

(3)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보충성 원칙이 이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입

양적격 결정전에 친부모와 재결합 혹은 확대가족 중에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를 거친다. 친부모와 친척들에게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부모의 행방을 모르거나 사망한 아동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세

워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06) 아동이 국제입양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입양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허가받은 이후 2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루마니아 주민인 입양가정

이나 아동의 4촌까지의 친척 중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야 한다. 이러한 국제입양의 결정은 헤이그 협약상의 중앙당국인 

National Authority for Child Rights Protection and Adoption

(N.A.C.R.P.A)이 담당한다.

(4) 중국

중국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국이다. 중국에서는 중앙당국이 

아동의 입양적격과 국제입양이 아동최선의 이익임을 결정하고 있다. 유

기된 아동이 발견되면, 공공안전부서는 우선 그 친부모를 찾기 위해 노

력하고 민정부의 지방부서는 아동의 배경을 검토해야 한다. 국제입양에 

606) Country Profile of Romania for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Sep. 2014)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intercou

ntry-adoption>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country profile 메뉴 참조, 

2016.2.2.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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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중앙당국인 ‘중국 아동 복지 및 입양센

터’(China Center for Children’s Welfare and Adoption, 이하 

‘CCCWA’)로 이관한다.607) 이는 중국 정부가 아동의 국제입양을 위해 직

접 설립한 기관이다. 중국의 보충성 원칙 이행에 대한 조치는 우선 국내

입양의 절차를 국제입양의 경우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한 것이다. 입양

부모 자격도 국제입양에 비해 완화하였다.608) 국제입양을 결정하는 것은 

아동이 발견된 지역 민정부이다. 아동의 국내입양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을 확인하고 아동이 국제적으로 입양가능하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CCCWA로 국제입양 추진을 위해 아동의 파일을 인계

한다.

나. 송출국 법원이 제시한 보충성 원칙

보충성 원칙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UN CRC나 헤이그국제아

동입양협약 보다 앞서서 송출국 법원인 1984년 인도최고법원(Supreme

Court of India)의 Lakshmi Kant Pandey vs. Union of India (1984)609)

결정이 주요한 함의를 제시해 주고 있다. 송출국의 입장에서 아동의 국

제입양 송출과정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활용가능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적기관에 의해 주

도되는 국제입양의 절차가 송출국과 수령국의 공적인 아동보호체계와 분

리되어 진행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성이다. 다른 하나는 

입양수수료와 아동보호비용 등 입양과 관련된 재정적 이익의 상한과 지

불방식에 대한 판단이다.

607) Country Profile of China for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4 

Nov. 2014).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intercoun

try-adoption>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country profile 메뉴 참조, 

2016.2.2. 최종 방문.

608) Selman (2002), supra note 359, p.221.

609) Lakshmi Kant Pandey vs Union of India on 6 Feb. 1984, 1984 AIR 469, 1984 

SCR (2)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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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표적인 송출국인 인도의 법제에서는 외국인이 인도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없었다.610) 외국인의 인도아동 입양절

차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인도의『아동후견법』이었다. 예비 입양부모

가 인도법원에 의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아동 보호자의 자격으

로 입양부모의 본국으로 데리고 가서, 입양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인도최

고법원의 공익 변호인인 Lakshmi Kant Pandey는 이러한 과정에서 공적

인 기관의 개입이 없고, 대가가 오고 가고 있어, 국제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입양부모의 자격 검증,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 아동이 

아동매매와 trafficking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무분별한 국외입양 관

행에 대해서, 최고법원이 국제입양 절차에 대한 적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인도최고법원은 아동의 국제입양절차에 대한 인도 국내법이 부재한 

현실을 인정하고, 아동보호 절차에 대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외국인이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양부모의 본국으로 데리

고 나가기 위해서는 인도법원의 후견인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

로, 이 절차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였다. 법원이 후견인 

지정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국내입양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이 

소명되어야 한다. 법원이 인도 안에서 입양부모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없음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인도 내에서는 여아나 장

애아동이 입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들이 외국에서라도 

가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인도최고법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 

입양부모가 인도아동의 입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양부모가 거

주하는 국가의 정부가 공인하는 아동복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입양을 통해 아동 매매나 trafficking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이

고, 인도 법원이 아동입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양부모 자격을 확인하는

610) 인도는 2003.6.6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였다.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69>,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협약가입 현황 참조, 2016.10.26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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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공신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인종간, 국가간, 문화간 이

질성이 높은 국제입양이 아동이 입양 후에 적응하는데 국내입양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이 입양

국에서의 적응과 입양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지 아동복지기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양국 정부에 의해서 공인된 사회복지 

혹은 아동복지 기관이 아동의 입양신청에서부터 아동의 입양 후 적응기

간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아동입양비용에 대한 주요한 결정이 이 판결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

을 보호하고 입양을 중개하는 기관이 아동의 양육과 의료 등에 관련된 

비용을 예비 양부모로부터 받는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명목으로 받는 비용이 매우 큰 액수 이며, 결국에는 이것이 아동의 국제

입양을 trafficking과 다름없이 만든다는 것이다. 법원은 아동보호기관이 

입양부모들에게서 실제로 아동 양육 등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

으나, 그 액수의 상한선을 정했다.611) 이외에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추가할 수 있다. 지불 경로도 아동보호 기관에 입양부모가 직접 지불하

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가 입양신청을 했던 공인된 사회복지 혹은 아동

복지 기관을 통해서 지불하고 아동보호기관으로 전달되도록 규정하였다.

4. 송출국 아동보호제도의 취약점

이와 같이 보충성의 원칙은 송출국 국내의 아동보호법제에 대한 논의

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국제입양 송출국의 경험은 아동보호제도에 대한 

해당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잠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

동권리에 관한 규범의 기본은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이고, 이 법리는 아

동권리와 친권이 충돌하는 접점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대표

적인 송출국 법제인 한국에서 이 법리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611) Supra note 609, 양부모와 아동의 입양결연부터 출국까지 기간 동안 1일 60루피 

(현재 환율로 약 1 USD)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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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권에 대한 개입 근거와 절차의 문제점

(1) 아동 최선의 이익과 친권개입에 대한 근거법

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근거법

한국 헌법에는 아동에 대한 독립된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의 행

복추구권612)이 아동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아동 혹은 연소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항이 있다.613)

1991년 한국이 비준한 1989 UN 아동권리협약은 한국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의 조항은 한국 내에서 행해지

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법기관의 판단과 결정의 

근거와 원칙으로 원용될 수 있다고 본다.

민법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05년 

친권조항에 부모의 친권행사의 기준으로 ‘자의 복리’ 규정을 신설하였

다.614)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에는 UN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아동의 

이익의 최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615) 그러나 선언적 의미의 조항 외

에 그 원칙의 효력과 적용범위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없다.

② 친권 개입에 대한 근거 규정

한국의 실정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친권에 대한 

공적개입의 근거규정은 가족법인 민법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아동

복지법 규정이 서로 연계되어 작동해야 한다. 민법에는 친권을 박탈할 

612)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613) Id.,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제1항),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 (제32조 제5

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제34조4항).

614)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

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15)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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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근거 규정616)이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 보호를 위해 공적기

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의 박탈 혹은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근

거규정617)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 조항은 1961년 두 법의 제정 시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조항이 연계되어 집행되어야 하는 절차법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에는 아동복지법상 공적기관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다. 이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대법

원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618) 2008년까지 아동보호 사건에 대한 전수조

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 공적기관이 아동보호를 위한 친권상실 

청구 등 적극적 개입을 한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619) 이 절차는 실제

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민법상 친권박탈의 근거규정과 아동복지법 상 공적 개입의 근거규정 

사이에는 불일치도 존재하였다. 아동복지법상에는 친권의 ‘박탈’외에 친

권의 ‘제한’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만, 민법에는 최근까지 ‘친권 박탈’외

에 제한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기본법에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아

동복지법 18조가 적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재판부는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없을 것이다. 친권을 박탈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의 친

권에 대한 개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민법은 친권박탈에 관한 근거조항만 마련해 둔 상태였다. 친권에 대

한 개입에 대해서 최소한의 개입, 극단적인 박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도가 2015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 조항은 친족 내에 아동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18조는 

검사와 지자체장 등이 아동보호를 위해 친권의 정지와 제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 등의 경우에 범죄에 대한 처벌 절

616) 민법 제924조.

617) 아동복지법 제18조.

618) 이지선, “아동복지법상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심판을 통하여 본 가사소

송법의 제문제” 『법학논문집』, vol.37, no.2 (2013), pp.64-65.

619) 오정수・이혜원・이호균・정익중, “피학대 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적 친권개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vol.21 (2008),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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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함께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의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학대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

기관에서는 아동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자체 등 아동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은 형사범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

었다. 따라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공적기관의 개입 근거 조항이

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 아동복지법상 법규정은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

관 이라는 칸막이에 가로 막혀 사실상 사문화된 채로 수십년 간 남아있

었다.

(2) 친권 개입에 대한 법원 결정례

이러한 실체법적 한계는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앞서 아

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국내법 발전에 대해서 생명에 관련된 의료적 처

치에 대한 친권에 기반한 동의권을 제한이 영향을 끼쳐왔음을 설명하였

다. 2010년 한국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아동의 중대한 의료적 처치

에 대해서 친권자의 주장에 반하는 조치를 허가한 결정이 있었다.620)

① 적법한 친권행사의 요건에 대한 판단

사안의 개요는 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신생아의 질병의 치료와 생명의 

안전을 위해 의료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혈에 대해 부모가 

믿는 특정 종교적 교리에 의거 아동에 대한 수혈을 동반한 치료를 거부

하였다. 이에 해당 병원 의료진은 아동에 대한 수혈 행위를 부모가 방해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진료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생아인 아동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

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다. 동

6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0.21. 자 2010카합23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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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아동이 스스로 진료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할 능력

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호주최고법원의 Marion 케이스

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 친권에 기반한 동의권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부모의 동의권의 성격을 자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권리

를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친권에 의거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민법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

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녀의 복리가’ 친권 행사의 

기준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부모의 동의 거부가 적법

한 친권 행사인가 여부 만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자녀의 생명・신체의 유지, 발전에 부합하는 것

이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의 친권의 행사는 존중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

이고, 이는 민법에서 친권의 상실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

도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친권자 이외에 아동의 복리를 위해 적법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할 사안에서 배제하였다. 대신 이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의사

능력이 없는 아동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하였다. 제한적이고 필

수적인 범위에 한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② 친권에 대한 개입 없는 친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의 결과

이러한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은 아동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없었다. 아동의 부모는 이 판결 이후 무수혈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사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던 아산병

원으로부터 퇴원하였다. 그러나 아동은 결국 일주일 후 사망하였다. 이후 

서울대 병원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환아의 부모를 상대로 진료업무방

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 사례와 같이 퇴원할 것을 염려하여 

취하한 바 있다.621) 법원 절차가 안전망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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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절차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사

법절차 등을 포괄하는 아동보호체계와 함께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동부지방법원 결정과 호주 최고법원 판단의 결과의 차이의 이유

는 공적기관의 개입의 유무이다. 해당 친권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지 혹은 제한될 수 있고, 그 공백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공적기

관의 후견권이 채워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welfare state jurisdiction 혹은 parens patriae

jurisdiction에 의하여, 병원이 아동 수술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얻는 과

정, 혹은 장애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 담당 기관의 모니터링 과정 등에서 

공적기관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해서 친권에 대한 개입이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의 실정에서는 사적 주체인 종합병원에서 오로지 의료진의 의료

윤리와 전문성에 기초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료행위의 방해

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기관의 개입은 재판의 이전이나 이후에도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다.

③ 아동의 안전한 송환을 위한 친권 박탈 결정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법기관과 법원에서의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의 친권에 대한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친권에 대한 제한과 아동보호 조치가 연계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아동에 대한 신체와 정서적인 학

대가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의 수준에 도달해야 국가기관의 개입이 이루

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3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에 대한 직접적

621) 관련 언론보도 : ‘서울대병원, 신생아 부모상대 가처분 취하’ (연합뉴스, 2011.7.21.); 

‘종교신념 대 생명권 맞대결 결론 못내’ (연합뉴스, 2013.7.18.); ‘서울대병원, “수혈거

부” 부모 상대 소송 취하…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라포르시안, 2013.7.17.) 라포르시

안 (www.rapportian.com)은 보건의료분야 전문 인터넷 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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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나, 갓 출산한 자신의 자녀를 입양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양도한 미혼모에 대해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 한국 법원의 ‘아동의 복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대폭 확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3년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친생

모를 상대로 아동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안에서 친생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622) 이 사건은 미혼모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친모가 아동이 출생한 직후 미국인에게 아동을 인계하

고,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해당 미국인은 미국내에서 아동의 입양을 완료하려고 아동의 미국 입국

을 시도하였다. 미 시카고 공항에서 미 국토안보부는 이를 인지하고 미

국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아동을 ‘보호자 없는 외국인 아동’623)으로 결정

하고, 난민보호시설 수용 혹은 한국 송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

정을 내렸다. 아동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법정 절차에 개입하게 되면서 아동을 대표하는 법적대리인인 후견인 지

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8조와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즉 서울시장이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상실을 청구하

고, 아동의 귀국 및 아동보호 조치를 담당할 후견인으로 서울시 아동복

지센터의 장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아동신체에 대한 직접적 학대, 폭력은 없었으

나, 입양특례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하여 아동을 미국으로 입양을 시도했

던 외국인과 복지시설의 장에게 아동을 인계하고 아동의 불법적 국외 이

송에 협조한 사실을 들어, 아동의 친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 친권상실이 필요하다고 결정했

다.

(3) 국가개입 없는 친권 제한의 실효성

622) 서울가정법원 2013.2.22. 자 2012느합356 심판. 

623) unaccompanied alien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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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는 친권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이익형량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리라는 것을 설명하였

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위에서 살펴본 2010년 동부지방법원과 2013년 

가정법원의 판단은 국가개입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이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한국의 민법과 

아동보호법제에 있어서 법의 공백 혹은 미비함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

다.

2015년 민법 개정에서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재판(제922조

의2)과 기존의 친권의 박탈 외에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924

조)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는 부모의 치료거부에 의한 문제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624) 이전 법에

서 친권박탈 외에는 친권에 대한 개입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보

호 아래 있는 아동에 대한 친권제한은 한국 법제에 있어서 한계였다고 

볼 수 있다. 동부지방법원의 결정 이전에 이러한 법규정이 있었다면, 아

동의 치료에 대한 동의권을 친권자로부터 제한하고 법원 결정에 의한 아

동에 대한 처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 친모의 친권박

탈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동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우선적

으로 친권 제한 조치와 후견인 지정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실체법적 제도의 도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절차법적 보완이 반

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절차능력 인정과 절차보조인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

현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625)

이러한 민법과 민사소송법 상의 변화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적 

기관의 개입 절차에 대한 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실효성

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가족법제와 아동

보호법제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리의 실제 이행을 

624) 윤진수・현소혜, 『부모의 자녀치료 거부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2012) 참조.

625)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2015.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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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이 두 법제가 연계되어 작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

리의 연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parens patriae jurisdiction와 같

은 국가의 적극적인 관할은 이러한 가족법과 아동보호법제의 연결을 가

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법제에서는 가족법인 민법과 아동보호법제

인 아동복지법 혹은 입양특례법 등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법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

나. 미성년 후견제도의 문제점

친권에 대한 개입은 후견제로 바로 연결된다. 친권은 아동보호를 위

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친권에 대한 개입 절차는 그 공백을 메우는 후견

인의 선임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후견제도

는 어느 나라나 친권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주어져야 하는 절차적 안전망이다.626) UN의 ‘아동의 대안양육에 대한 가

이드라인’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어떠한 아동도 한시라도 법적 후견인 혹

은 다른 공인된 성인이나 소관 공적 기관의 보호와 지원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627) 친권에 대한 개입의 근거와 절차의 미비

한 법제의 현실은 바로 후견제도의 문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1) 아동 후견 지정 절차의 이원화

현행 한국법제에서 아동의 후견권에 대한 규정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법원허가에 의한 후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일정 요건의 아동에게 아동복지관련 시설의 장이 후견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가 『민법』 제928조와 『아동복

지법』 제19조에 의해 법원의 판단에 따른 후견인의 지정 절차이다. 후

626)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Guardianship system for 
children deprived of parental care in the European Union (2015).

627) UN (2010), supra note 296, para.19. No child should be without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a legal guardian or other recognized responsible adult or 

competent public body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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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입양특례법』제22조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

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

여 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법원절차 없이 행정적인 조치만으로 그 보호시

설의 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규정이 있다.

(2) 후견권의 범위

전자인 법원 지정 후견인의 경우는 그 전제가 되는 친권에 대한 박

탈, 제한, 일시 정지 등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해당 친권을 

대행하는 정도의 후견권, 특히 법률대리인의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후견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아동보호를 위한 친권개입 

절차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었기에 후견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의

도 찾아보기 힘들다.

법원 지정 후견인 지정 절차가 사실상 사문화 되어 버린 것은 친권에 

대한 개입과 후견인 선임절차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서 후자인 개별법에서 후견인이 자동지정 되는 규정으로 일괄 처리해 왔

기 때문이다.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행위 대리인의 공백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입양특례법이

나 보호시설의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괄 자동

적으로 지정된 후견인의 경우는 법원 지정 후견인의 후견권과 동일한 권

리 의무를 가지는가는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법률 조항으로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견인 지정이 그

러한 절차를 거친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는 해석을 할 수 없고,

대법원의 호적선계와 가족관계등록선례는 일관되게 같은 후견권이 아니

라를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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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동의 보호를 담당해야 할 후견인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생활에서 통장개설 등 기본적 법

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다. 아동의 친권

과 후견권은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와 양

육을 위한 ‘의무’가 진정한 기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후견권의 범위가 분

명하지 않은 것은 아동보호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큰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권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대법원 

의 호적과 가족관계등록 선례와 민법 규정과 지속적인 충돌이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보호시설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직무법으로서, 이 조항

은 보호시설의 장에게 후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일

종의 편의를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에 보호조

치를 통해 부모와 떨어져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가 있고, 친권에 대한 개입이나 제한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생활시

설에서 수용되어 생활하는 아동들이다. 아동의 보호조치가 제대로된 절

차없이, 친부모와 떨어져서, 자신의 가정이 아닌 생활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동의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적법절

차에 따른 아동의 권리보호는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3) 미성년 후견인 지정 제도의 정비 필요성

민법과 아동복지법상 미성년 후견인 선임절차와 입양특례법과 보호시

설의 미성년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의 근본적인 차이는 절차에 있다. 법원

이 개별 아동의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결정의 절차를 거치느냐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행정기관의 절차를 거치느냐의 차이이다. 아동권리보호에 있어

서 절차적 안전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적용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임을 설명하였다.

아동권리의 비차별 원칙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

우에는 구별되는 취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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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친권과 후견권과 관련된 사안과 절차는 핵심적

인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관련 법제의 후견권 관련 법조항은 전

후 아동의 무분별한 국제입양과 고아원 수용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미성년 후견제 관련 법제가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법 규범에 비추어 보아, 비차별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대

한 위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보호 아

동이라는 일방적인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적인 절차를 허용하는 것

은 아동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친권에 대한 개입 절차의 공백과 아동 후견인 제도의 문

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의 보충성의 원칙 이행에 있어서 결

정적으로 송출국 정부의 역량을 무력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아동보호를 위한 절차의 공백

아동보호체계의 시작은 친권에 대한 공적 기관의 개입이고, 그 근거

는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에 근거하여 법과 절차로 규정되어야 함을 앞

서 설명하였다. 한국 법제에서 이러한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민법과 

아동복지법이 연계되지 않아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2012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각  

지자체에 아동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사법적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것

을 행정적 절차를 통해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개별 심의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이 절차 역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628) 보건복지

부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이후에도 연간 5천~8천명 수준의 요보호 아동

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들 중 3천~4천명은 부모와 분리되어 양육시설 

628) 남지원, “아동복지 ‘법’만 있는 한국...지자체 절반 ‘위원회’없다” (경향신문, 

2016.1.21.) 보도에서는 2016년 1월 경향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동복지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는 74곳에 불과 (125개 중); 김민관, “보호아동 심의 

않고 양육시설 직행, 아동복지법 무시하는 서울시 구청들” (중앙일보, 2015.9.15.). 

보도에 따르면, 그나마 운영되는 지자체에서도, 후견인 선임, 가정위탁 추진 등의 

아동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기능은 이행되지 못하고, 거의 자동적으로 아동을 양육시

설로 이동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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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보호조치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규

범에 의하면, 이러한 부모분리 조치는 위에 열거된 원칙이 모두 적용되

어야 하는 전형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그러한 법적 절차

에 의한 아동보호조치는 실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은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아동’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다. 친권의 강력한 지배 하에 있는 가족법의 ‘자(子)’가 

국가의 보호 아래 들어오는 보호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아동’이 되는 

사이에는 공적기관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커다란 공백이 존

재한다. 이 공백에 선진국의 법제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가 들어있다.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아도, 부적절한 친권에 개입하고 치료하는 정

책수단을 가지고 있고, 아동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친가정으로부터 분리

하는 정책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한국의 법제는 바로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다.

2014년 제정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29)은 범죄

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인 아동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법원 관할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에 의한 아동보호 사건의 처리

를 위해서 2014년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된『아동보호심판규칙』630)은 

110조에 걸쳐, 사법기관과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관과 복지시설들이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상

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동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명령이 어떤 절차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아동의 법정 조력자의 선임과 임시 후견

인 선임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매뉴얼

을 방불케 하며 사회적 자원의 동원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아동보호를 위한 법

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법제와 조치이다. 문제는 이 아동학대처

629)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2014.9.29., 시행.

630) 대법원규칙 제2556호, 2014.9.1., 제정, 2014.9.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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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법과 아동보호심판규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절차와 조치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친권개입에 대한 절차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아동보호법(가칭)의 제정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제 4 절 규율 대상에 대한 제언

1. 규율의 내용

가. 송출국 입양적격 결정과 보충성의 원칙

아동 송출과정에 대한 국제규범인 아동의 입양적격과 국제입양의 보

충성의 원칙은 헤이그 협약 제4조에 의해 명확하게 규명되었다. 문제는 

송출국과 수령국에서 이 원칙이 이행되는 법제와 관행의 격차이다. 입양

적격이 아동보호제도에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 절차에 있어서 가족법과 아동보호체계가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가 

근본적인 차이를 만든다. 입양적격 결정을 위해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

는 의미는 그 사회의 저변에 아동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아동복

지 서비스가 촘촘하게 깔려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유럽 수령국들 중 북유럽국가의 경우는 1980년대 아동의 보호와 복지

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북유럽의 아동복지는 전체

적인 사회복지 제도와 통합되어, 아동의 친부모 양육과 원가정 유지에 

특히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아동복지가 전반적 사회복

지와 분리되어 아동의 친가족 분리와 입양이 비교적 더욱 수월한 미국과 

대비가 되는 지점이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친가족에서의 아동보호가 최

우선시 되어, 분리조치에 매우 신중하고, 친부모가 단순히 입양을 원한다

는 사유로, 아동의 입양적격이 결정되지 않는다.631)

반면 송출국의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법제 자체가 미비하

고, 공적기관에 의한 개입 절차가 부재하여 입양동의를 규율할 수 있는 

631) Barth (1992), supra note 226,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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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존재하지 않고, 기아 인정 절차가 간편하여 이를 통해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는 방법이 관행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입양적격 결정 절차

에 대한 법제의 공백은 출생신고제도를 비롯한 입양제도와 아동보호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광범위한 왜곡을 초래한다.

이러한 송출국내 입양적격 결정 기준과 절차의 문제는 국제입양 송출 

경험을 가지는 많은 나라에서 발견된다. 특히 최대 수령국인 미국도 자

국내 입양적격 결정과 보호 방안에 대한 노력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거

치고도, 자국 아동의 보호방안을 캐나다나 네덜란드 등으로 국제입양에 

의존하는 송출국이다. 미국에서 아동의 입양적격을 결정하는 권한은 각

주의 주법원에 있다. 입양적격 결정 기준은 각주에 해당 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입양을 위한 위탁, 입양가정 결정을 수행하는 사람 혹은 기관

도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친권이 종료되면 아동의 입양적격이 

인정되고,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

게 된다. 친권은 법정 서식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보상으로 인한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조건없이 동의를 하였을 경우 종료될 수 있다. 아동의 입

양적격은 행정기관에 의해서도 친권의 비자발적 종료 결정으로 결정될 

수 있는바, 이러한 처분은 반드시 적법절차에 의한 헌법상 보호를 받으

며(Santosky v. Kramer 455 U.S. 745, 102 S.Ct. 1388 (1982)) 각 주차원

의 보호조치도 가능하다.632) 이러한 절차를 다 갖추고 있으나, 공적 아동

보호체계가 취약한 경우 아동 송출은 발생하게 된다.

루마니아의 경우는 EU의 강력한 개입으로 유럽인권규약과 아동입양

협약의 기준에 적합한 입양적격결정 규정과 아동보호 규정을 갖춘 법제

로 개혁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다. 루마니아의 아동의 입양적격을 결정

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행정

기관의 통지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입양적격 결정 기준과 아

동이 입양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최종적인 결

632) Country Profi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10 Apr. 2015)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inte

rcountry-adoption>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country profile 메뉴 참조, 

2016.2.2.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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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법원의 권한이다.

루마니아에서 아동의 입양적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아동의 부모가 알려져 있지 않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이다. 둘

째, 아동의 친부모, 4촌 이내의 친척을 찾을 수 없거나 이들이 아동과 가

족의 재결합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수색과 부모와 친족에 

대한 재결합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아동이 사회보호체계에 들어온 

후 1년 동안 지속된다. 셋째, 아동의 친부모와 4촌 이내 친척이 아동의 

양육과 성장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넷째, 아동의 후견

인과 아동을 위탁 보호하고 있는 친척이 요청하고, 사회복지부서가 입양

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633)

이러한 규정은 아동에 대한 입양적격 법제가 공백이었던 상황을 국제

규범에 맞게 채워넣은 법제라고 할 수 있다. 후견인 지정, 가족내 보호조

치 우선 등의 조치와 함께, 입양적격의 최종결정은 일정기간의 사회복지

적 지원과 조치 이후에 이루어질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졌다는 것과 실제로 그러한 규범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 실상은 이후 ECtHR의 Pini v. Romania 케이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당사국 중앙당국으로부터 각국의 현황 보고서

를 제출받고 있다.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이 질의양식에 맞추어 

한국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였다.634) 한국 정부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

에 따르면, 한국에서 아동의 입양적격의 판단은 어떤 주체가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입양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

변하고 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입양이 거의 없음

633) Country Profile of Romania for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Sep. 2014)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inte

rcountry-adoption>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country profile 메뉴 참조, 

2016.2.2. 최종 방문.

634) Country profile for intercountry adop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an. 2013)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intercountry

-adoption>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country profile 메뉴 참조, 2016.2.2.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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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면,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적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

는 것이다.635)

또한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보충성 원칙에 의거한 아동의 국제입양

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역시 입양기관이라고 답변하

고 있다.636) 입양기관이 아동의 국내입양 가정을 찾고, 그 결과를 보건복

지부에 보고하고, 입양기관이 아동의 국제입양을 개시할 수 있다고 답변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

된 이유가 바로 이 답변서에 나타나 있다. 협약 상 가장 중요한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송출국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송출국의 경험

이 공적아동보호와 입양제도를 입양기관이라는 사적 기관의 업무영역으

로 넘겨주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적기능을 약화시켜 왔다.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 협약은 1990년대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던 

전세계적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정립하고 아동의 안전

과 권리 보호를 위해 큰 역할을 했다. 이는 국제입양 아동 숫자의 급감

이라는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 협약의 성립과 협약 

문안 협상 과정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완벽하지 않았다. 아동의 

국제입양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사적 기관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지 

못했고, 그 결과 ‘재정적 이익’의 규제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제한적이

다. 헤이그 프로세스가 정착하고, 국제입양 아동의 숫자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만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다.

635) Id., 질의 2.1 adoptability of a child에 대한 답변.  local governments and 

adoption agencies decide whether the children are eligible for adoption or 

not

636) Id., 질의 2.2. Best Interest of subsidiarity principles에 대한 답변. an adoption 

agency shall undertake actions to look for a suitable adoptive family in 

Korea first, as prescribed by the Ministerial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 adoption agency may initiate a process of overseas adoption in 

case it could not find any suitable adoptive fami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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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법이 아동의 진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새롭게 채워넣아야 할 과제는 단순한 입양과정과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입양적격’이 결정되는 시점에 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국제

법 규범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2010년 UN 총회의 결의로 성립한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가이드라

인’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아동의 대안양육의 가이드라인이 아동권리협약과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제 

규범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국의 정책과 실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637)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날 위험은 아동의 권리에 있어서 가

장 위험한 상황이나, 이는 지금까지는 각국의 복지 서비스 영역에 속하

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주요한 국제인권 영역에 속하는 내용

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범을 확립하고, 각 체약국내 법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국제입양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아동의 보호 제도의 가장 마지막에 고려되는 대안이다. 따

라서 국제입양은 아동의 보호체계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보호 방안

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법은 송출국의 국내법제가 갖추

어야 할 아동의 ‘입양적격’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범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헤이그협약 제4조와 송출국과 수령국의 협력 의무

637) UN Doc. A/RES/64/142.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 set out desirable orient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ith the intention 

of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of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well-being of children deprived of parental 

care or who are at risk of be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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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 제4조의 아동입양적격 결정의 적법한 절차와 아동의 국제

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을 보장하는 의무는 송출국의 가장 주요한 협약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4조에 규정된 원칙만으로는 송출국 

내에서 헤이그협약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송출국의 아동보호 체계의 과거와 현재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수령국들은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의 성립에 있어

서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에 

있어서는, 송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수령국에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입장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금까지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의 가장 어려운 부분

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사실상 국제적 규제 밖에 놓아두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수령국이 아동의 입양적격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입양이 아동매매와 trafficking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다는 

헤이그 협약의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

수령국들은 국제입양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국 법제를 변형해 왔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는 송출국의 아동입양 법제뿐만 아니라 아동

보호와 관련된 가족법과 아동보호관련 법제의 왜곡과 변형에도 큰 영향

을 끼쳐왔다. 따라서 수령국이 송출국에서 결정되는 아동의 입양적격 결

정과 아동의 국제입양의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국가의 due

consideration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에 공동책임

을 지는 원칙과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UN 아동권리협약 제21조 (c)의 비차별 원칙 확보방안

UN 아동권리협약 제21조의 (c)에서는 아동의 국제입양에 관한 별도

의 비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

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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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고 있다.638)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동의 국제입양

의 주요 국제법 규범으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입양 절

차에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절차와 어떤 국내법 규

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 ‘대등한 보호와 기준’의 검토 시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려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시점은 첫째, 출신국에서의 아동

의 입양적격을 결정하는 시점과 둘째, 입양 후에 수령국에서의 사후관리 

시점이다. 첫 번째 시점에 있어서는 입양적격의 결정을 출신국과 수령국

의 법제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동등하게 적용하

느냐의 문제이다. 국제입양이 시작되는 1960년대에 미국의 사회복지계에

서 큰 논란이 되었던 사안임을 앞서 설명하였다. 수령국인 미국의 각주

의 아동입양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면, 입양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아동이 거의 없다는 것이 당시에 제기된 문제였다. 이를 수령국

에서는 국제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제법은 새로운 국제법 원칙을 세우고 적용해

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

다.

다음은 입양이 완료된 이후에 국제입양된 아동의 사후관리 과정에 대

해서 수령국의 공적인 사회복지체계에 의한 관리와 모니터링과 보호에 

대한 사항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아동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출신국과 수령국 정부의 상호 협력의 의무를 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적체계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수령국 정부

의 공적인 아동보호체계에서 자국의 국내입양 아동과 동일한 보호를 받

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수령국 내에서도 자

국의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통해서 국내입양 되는 아동과 사적인 입양중

개기관을 통해서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 자국 아동보호체계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는 상이할 수 밖에 없다. 국제입양 아동은 수령국 공적

638) 제4장 제2절 참조



- 265 -

인 보호체계가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양부모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UN CRC 제21조의 (c)의 의무를 고려해 

볼 때, 수령국 내에서의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에 대해서 보다 상세

한 원칙과 절차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의 국제입양과 관련된 ‘재정적 이익’의 규제에 있

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

안 헤이그국제사법회의와 UN 등 국제입양 논의의 장을 통해서 나왔던 

재정적 이익에 대한 규제 방안은 사적인 주체에 의해 주도되는 아동의 

국제입양 절차는 그대로 둔 채로 이들 주체를 규제하는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계속 쳇바퀴를 돌 수 밖에 없었다. 재정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송출국에서의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 절차부터 수령국에서의 입양아동의 사후관리에 대한 공적인 아동보

호체계의 개입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 밖에 없다.

아동의 입양 절차에 대한 규범을 세우고 정착시켜 온 것은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큰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아동의 국제입양이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출신국과 수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진정 바람직

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동의 송출과정에 대한 국

제 규범을 세워야 한다.

2. 규율의 형식

아동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은 1986 UN 총회결의로 채택된 UN 아동

보호선언에 담긴 아동보호와 입양에 대한 원칙이 그대로 1989 UN 아동

권리협약으로 구현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 2010 UN 총회결

의로 채택된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167개의 조항에 걸

쳐 아동보호와 대안양육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soft law가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의무로 전환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UN 인권협약 시스템은 본 협약에 부수된 ‘선택의정서’ 형식을 채택



- 266 -

하고 있다. 선택의정서의 성립과 비준에 대한 절차는 본 협약에 적용되

는 것과 동일하다. 회원국들이 각각의 선택의정서에 대해 본협약에 대한 

것과 별도로 비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선택의정서는 본협약의 보다 효

과적인 이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부가되는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에 규정하는 의무는 본 협약보다 강하고 엄격하다.

현재 UN 인권협약 체계에서는 9개의 선택의정서가 성립되어 있

다.639) 이 중 7개의 선택의정서는 모두 본 협약의 당사국의 이행의무를 

보다 강력하게 규율하기 위한 개인통보제도 등의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차를 위한 통보의 접수, 보고절차, 직권조사 여부, 담당 위

원회 조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선택의정서는 곧 개

인통보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본 협약을 비준하

지 않은 국가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는 이러한 UN 협약 체계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동권리협약과 개인통보제도와의 관계는 다른 인권협약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아동권리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

를 실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를 설명하면서 상세히 다루었다. 아동권리협약상 개인통보제도를 위

한 선택의정서는 2011년에야 성립되었다. 그보다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구조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서 성립된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

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이다. 이는 다른 인권협약의 선택의정서와는 달

리, 전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할 아동권리에 관한 위해 요소를 선별

하여 적시한 것이다. 본 협약의 전반적인 의무이행 절차가 아닌, 부가적

으로 강화되어 규정되어야 하는 실체적 의무를 담고 있다. 이는 다른 

UN 인권협약의 선택의정서의 성립 이유와 방식과 구별되는 아동권리협

약 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본 협약인 아동권리협약에 가

63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

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6개 인권협약에 9개의 선택의정서가 부수적으로 성

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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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지 않고도, 이 두 가지 선택의정서는 비준하고 있다는 점이 그 차이

점을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국가간 협력 원칙은 헤이그협약 전반을 지

탱하는 일반원칙이다. 이를 위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는 당사국들의 중

앙당국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마다 당사국들의 

국제입양 현황 및 통계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 관련된 당사국 국내

법의 현황과 그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취합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법제와 입양실태가 공개되는 것은 일종의 ‘peer pressure’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주요 수령국은 자국의 외교 공관에 헤이

그협약 담당 영사를 배치하고, 해당국가의 입양실태가 헤이그협약 상의 

의무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헤이그협약은 유보를 불허한다. 또한 제44조 제3항에서는 당사국들 

중 특정 가입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양국 간에는 이 협약

이 발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캄보디아와 과테말

라는 비준서를 기탁하고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령국들의 이의 

제출에 의해서 이 협약의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의 헤이그협약 가입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독일, 네델란드,

영국이 각각 이의를 제출하여 이들 국가와 캄보디아 간에는 헤이그협약

이 발효되지 않았음을 선언하였다. 이의의 이유는 캄보디아의 입양절차

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과테말라에 대해서는, 2003년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들 나라와 과테말라 간에는 협약이 발효되지 않았

다. 캐나다는 “과테말라의 입양절차가 협약의 기준과 요건에 부합하기까

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네덜란드는 “과테말라는 

아직도 헤이그협약 제4조의 1(a)의 아동의 입양적격의 권한당국의 결정,

제4조 1(b)의 아동이 출신국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협약 제4조 1(c) 아동의 입양동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입양동의시 

적절한 사전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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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스페인은 “과테말라의 입양법이 아직 개정

되지 않았고, 입양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인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640)

헤이그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은 절차와 발효 요건의 강

행규정적 성격과 상호협력 원칙에 의한 간접적 이행 압력 등으로 다각적

으로 작동하고 있다. UN 규범과 헤이그 체제가 결합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까지 확대시켜 가고 있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규범은 지

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640)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아동입양, status table, Non-members, full status 

report 부분에서 확인 가능,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69> 

2016.10.17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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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국제입양에 대한 법리의 발전은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법 규범의 발전

에도 기여하여 왔다. 친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 태어난 나라에서 보

호받을 권리,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

리, 인종․문화․언어적 배경과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 등 아동의 정체성

을 이루는 요소를 유지하도록 보장받을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아동 권리는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누구나 거쳐야 하는 인간의 생애 초기 ‘아동기’에 공적기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사실을 대표하는 법리가 되었

다.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은 국제입양에 대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해

야 하는 필요성이 가계계승을 위한 입양제도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

제도로 전환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유럽에서

는 대규모 아동 송출을 겪은 후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입양법과 아동 보

호체계를 정비하여 아동권리 보호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이 현재까지도 유럽에서는 친권의 보호에서 벗어

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아동의 국제입양은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제3세계 미혼모와 

취약가정의 아동이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되는 현상이다.

이를 중개하는 국제입양기관이 등장하였다. 수령국 내에는 아동을 원하

는 가정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자국 내에서는 입양대상 아동이 발생하

지 않자, 이를 제3세계로부터 국제입양으로 충족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송출국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보호대상 아동을 사회적 재정적 부담으로 

인식하여 이들을 사적입양기관에 맡겨 국제입양을 통해 외국에서 가정을 

찾도록 하는 정책을 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출국 입양법, 수령국 이

민법, 수령국 입양법은 국제입양 아동의 수령국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법제로 형성되었다. 2차 대전이후 유럽아동들에게 주어졌던 권리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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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적 조치는 제3세계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아동의 국제입양에 있어서 첫 번째 작동 원리로 등장한 것은 ‘시장원

리’였다. 한국 전쟁 직후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동 입양

을 위해 시작된 고아의 국제입양 법제는 국제입양 절차를 수월하게 해주

기 위해 최적화시킨 법제였다. 송출국과 수령국의 기존의 입양법 혹은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를 벗어나 국제입양 중개기관의 관행을 허용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서구의 부유한 입양부모의 

양육이 가난한 나라의 취약한 친부모 양육보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아동의 친가정 분리, 외국으로의 입양 등 핵심적 

인권에 대한 결정이 사적인 주체들, 친부모, 양부모, 입양기관에 의해 내

려졌다. 이러한 주체들은 각각 아동의 입양으로부터 유무형의 보상과 재

정적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고아 입양 법제는 송출국에서는 아

동의 입양대상 결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입

법이었다. 수령국에서는 자국 아동의 국내입양절차에 적용되는 여러 단

계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제외되는 외국 아동의 입양을 사적 기관이 중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법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 등 수령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가 완성되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함으로

써 발생한 지역간 보호 수준의 격차는 아동의 흐름을 촉발하였다고 본

다. 고아 입양 법제는 송출국 아동과 수령국 아동 간의 보호수준의 차별

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개기관에 의한 

국제입양의 무분별한 확산 추세는 입양을 명목으로한 아동매매 현상이 

만연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 최대 아동 수출국인 한국의 입양 관행은 아

동권리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1970년대 말부터 아동권리에 대한 인권협약을 준비하고 있던 UN에

서는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1986 UN

아동보호선언과 1989 UN 아동권리협약의 입양조항은 국제입양 아동권

리 보호를 위한 대표적 국제 규범이 되었고,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시

장 체제를 바로 잡기 위한 UN 규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UN 규범의 

각 조항은 아동의 국제입양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인권침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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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1967 유럽입양협약부터 합의

되어온 아동권리에 대한 원칙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최소 

기준이라는 국제인권협약의 특성상 송출국과 수령국에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규범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아동의 국제입양의 불법적 양상은 90년대 들어 더욱 악

화되었다. UN 규범은 성립과 동시에 한계를 실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동 보호 법제는 국내법에서도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의 근거와 절차를 

얼마나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사법과 공법의 

경계가 겹치는 부분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 가

족법에서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 법리가 되는 추세는 

국제사법 협약에도 적용되어 왔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1960년대에 이

어 다시 국제입양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논의의 장으로 등장

하게 된다.

1993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국제입양 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춘 세밀

한 절차에 대한 국제협약을 탄생시켰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협약 

논의 과정에는 송출국과 수령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 입양중개기관 

관련자들, 아동인권 NGO들이 참여하여 총체적이고 밀도 있게 진행되었

다. 헤이그 협약 성립 10년이 지나면서, 수령국인 당사국 중심으로 헤이

그 기준에 맞춰 정형화된 국제입양절차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절

차는 헤이그 프로세스라고 불리며 헤이그 협약 가입국 간의 아동의 국제

입양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헤이

그협약의 목표인 국제입양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아동매매를 근절하

고, trafficking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헤이그협약 성립 이후 20년 

동안에 국제입양은 연간 4만명 수준이 넘는 최고치에 달했다가, 2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헤이그 체제가 UN 규범 체제보

다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중심으로 수령

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절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본

다. 송출국이 아동의 국제입양 결정 이전에 아동 보호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아동의 국제입양으로 높은 수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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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허용되는 점은 여전히 문제이다.

21세기에 들어서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 2000 UN CRC

아동매매 선택의정서에 의해 헤이그 체제와 UN 규범이 연결되어 국제

입양 목적의 아동매매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

로 명확하게 규정하기에 이른다. 2008년 이후로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수령국에 이 두 국제협약이 발효되어 있다.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

의 국제법적 보호는 수령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송출국의 협약 의무 이행이 더욱 핵심적인 과제이다. 주

요 송출국들이 관련 협약에 가입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국제입

양의 발생이후 60여년간 최대 송출국인 한국이 이 논문에서 설명한 그 

어떠한 입양 관련 국제협약에도 기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는 

유보하거나 해석선언으로 이행의무를 비껴가고 있고, 일부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법의 남은 과제는 송출국 국내 아동보호법제에 

대한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으로 관련 국제규범에 규정되어 왔고, UN

CRC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으로 이어지면서 그 의미가 보다 정확

하게 정의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협약 성립 20년이 지난 현 시점

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국제입양의 원칙으로 보충성을 들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송출국 내 아동보호를 위한 규제와 조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송출국내에서 아동의 국제입양이 결정되기까지 적용되는 국

내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이 부분을 송출국 국내법제의 재량에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송출국 아동입양법제의 현실은 수령국과의 상호작용과 아동 송출의 경험

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령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송출국 입양법제 개혁

에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한국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다. 객관적으로 자국의 법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인 한국

은 자국 법제로는 협약 이행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관련 국

제협약에 대한 유보, 해석선언을 유지하고 있고, 비준이 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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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가족법제, 입양법제, 아동보호법제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관련 법제의 문제

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한국의 법제의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

법의 미래를 위해서 유용하다. 송출국의 법제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

곡될 우려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정확히 짚

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로 옮겨가고 

있는 국제입양을 위한 아동 송출국을 찾는 시장원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아동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송출국이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국가의 

법제 개혁을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출국 법제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국제협력을 통한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부

분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지향해야할 목

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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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law on the intercountry adoption has been 

developed in the diverse international legal institution. 1967 

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 of the Council of 

Europe, 1989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1993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of 

the Hague Conference on International Private Law are main 

sources of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veloped the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because 

they witnessed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unregulated. Child trafficking, child 

laundering, abduction, unqualified adoptive parents are main 

risks in the unregulated intercountry adoption. 

   Modern intercountry adoption represents the phenomena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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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born to young and unwed mothers or poor families of 

third world countries are adopted to middle class families of rich 

countries. It has begun between Korea and the U.S. right after 

the Korean War in 1950's. Since then until present, Korea has 

been noticed as the longest and biggest sending country in the 

world. 

   This thesis aims at analysis of overal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on this issue and comparative legal 

studies of relevant countries' adoption laws. This will present 

how the law, policy and practice of national and intercountry 

adoption of the child should be to fit in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 The source of the division of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in the intercountry adoption i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level of protection provided by the legislation of those 

countries. The discrepancy lies in the adoption laws of sending 

countries that facilitates orphan adoption.

   This thesis tries to se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legal norms on intercountry ado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nding countries. It focuses o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principle, legal decision of the adoptability of the child, and the 

subsidiarity principle of the intercountry adoption of the child. 

Sending countries legal system in regards to adoption influences 

comprehensively over birth registration, intervention to parental 

rights and guardianship provisions. 

   Vulnerability of Korean adoption law can provide implication 

for the challenges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for intercountry 

adoption. It shows what are the weak points in the sending 

countries' legislation. These weak points are remaining task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x through furth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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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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