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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대안으로 

해외입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을 통해 해외입양 정책을 형성했을뿐더러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 형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입양을 

지속했다.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 시기를 해외입양 정책이 형성되고 나아가 

해외입양의 체제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보고 이를 문헌연구를 통해 밝혔다.  

박정희 정부 시기 해외입양 정책의 네 가지 구성요소는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구상, 국내 사회, 입양 기관, 그리고 국제 사회다.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한국에서 해외입양 정책이 형성되고, 체제화되었다. 우선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구상은 한국 사회와 담합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적 인구에 대한 사회권의 부정과 제거가 이루어졌고, 이는 사회복지의 

기관화를 낳았다. 이에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과 1966년의 

개정이 이루어지며 해외입양의 제도화와 기관화가 이루어졌다. 

「고아입양특례법」 제개정의 배경에는 사회권이 제거된 문제적 인구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 회피와 사회의 담합이 있었다. 입양 기관은 

이러한 한국 정부와 사회에 해외입양이라는 간단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았고, 국제 사회의 입양 수요와 맞물려 더욱 성장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베트남 전쟁 시기 베이비리프트 작전(Operation 

Airlift) 및 고아 ‘판매’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발생하며 해외입양이 

문제화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76년 「입양특례법」으로써 

해외입양을 지속하였으며, 이는 해외입양의 체제가 이미 구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1970년대 초반에 발생한 해외입양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을 원하는 국제 사회의 입양 수요가 여전히 존재했고, 

입양 기관과 국제 사회의 상호 보강적인 수요공급 관계 또한 유지되었다. 

또한, 문제적 인구를 제거하고자 한 한국 정부의 근대화 구상과 국내 

사회의 담합 관계도 계속되었다. 이에 해외입양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한국의 해외입양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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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근대화 구상과 국내 사회의 담합, 나아가 체제의 

구성요소로서 입양 기관과 국제 사회 간의 연관 관계를 도출했다. 정부의 

근대화 구상은 입양 정책 형성에 기여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담론에 영향을 받고, 입양 기관과는 사회복지 책임을 이양하는 대신 입양 

독점을 보장하는 이양 관계를, 국내 사회와는 담합의 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국내 사회와 입양 기관, 입양 기관과 국제사회는 상호 보강 관계를 

맺었으며, 국내 사회는 국제 사회의 담론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경제적 성장으로 정의 내려진 근대화에 집중한 한국의 정부와 이에 

동조한 사회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문제적 인구를 

구분하여 바라보았고, 이러한 시선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였다. 

 

 

 

주요어 : 한국의 해외입양, 고아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박정희 정부, 

근대화 구상, 해외입양 체제 
학   번 : 2017-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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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또한 혁명은 우리의 인생에 비할 수도 있다. 

자녀를 위하기보다 제 자신이 잘살아야겠다는 부모를 본 적이 있는가. 

…억만금을 물려준다 한들 다음 세대가 그리고 후세 사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박정희1 - 

 

1. 문제제기와 연구 질문 
 

1961년 5월 16일 군부 쿠데타를 통해 혁명 정부를 세운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를 국가 목표로 삼았다. 박정희의 근대화의 핵심에는 국가 재건과 경

제 확립이 있었으나, 이는 단순한 경제적인 지표의 증진이 아니라, “역량을 

갖춘 진정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인간개조와 국민정신”의 함양을 전제

로 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한국의 경제적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혁명”을 목표로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근대화 전략을 펼쳤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요보호아동2에 대한 사회복지 대안으로 해외입양

을 추진해왔다. 이에 한국는 1955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공식 집계로만 

16만 7천 명 이상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표 I> 이 중 박정희 시기

의 해외입양 정책은 두 가지 차원에서 특수하다. 우선 시기적으로, 한국의 

해외입양 추이를 보면 연도별 해외입양 아동 수는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연평균 588명 정도였던 것이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연 500명을 넘지 않

다가 1967년(1,011명)부터 급증해 1976년에 6,597명까지 지속해서 늘어났

                                            
1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기파랑, 2017), pp. 168-169에서 발췌. 이하 본 논문
에서 인용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저서 4권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국가와 혁명과 나』, 
『민족의 저력』, 그리고 『민족중흥의 길 나』은 각각 1962년, 1963년, 1971년, 1978년 출
판한 것을 2017년 기파랑에서 평설로 바꾸어 출판한 것이다. 

2 ‘요보호아동’은 고아·유기아·장애아·혼혈아·부랑아·비행아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혹은 보호자의 학대·빈곤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
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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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즉,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의 대안으로 보낸 것이라 볼 수 있는 전쟁 

직후가 아니라, 한국전쟁 휴전 후 13년이 지난 1966년 부근이었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특수하다.4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을 

겪은 북한은 고아와 기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체사상에 따라 국내입양을 

추진했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전쟁 중 해외입양을 보내긴 했으나, 당

국이 “전쟁고아를 국외로 데리고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한국의 경우처럼 정책적으로 국가가 해외입양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5 

이와 같은 북한과 베트남 정부의 전후 사회복지 전략과 한국의 해외입양 정

책을 대조해보면, 한국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외입양을 적극적

으로 추진·촉진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표 I> 연도별 한국의 해외입양 아동 수(1955-2015)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16) 

 

박정희 정부 해외입양 정책의 특이성은 1970년대 이후의 입양 담론의 

                                            
3 http://www.mohw.go.kr (검색일: 2018년 10월 1일) 
4 오늘날까지 한국은 해외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 중 하나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여전히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다. Selman, P. “Key Tables for Intercountry Adoption: 
Receiving States 2003-2012; States of Origin 2003-2011,” 2013, available on request from 
the author at pfselman@yahoo.co.uk or on the Hague web-site at 

http:www.hcch.net/upload/selmanstats33.pdf. 
5 『경향신문』, 1969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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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입양특례법」(1976)의 제정에서 특히 드러난다. 1970년대 초반, 한

국의 해외입양 정책은 해외 여론의 포화를 맞게 되었다. 국제 사회에서의 

해외입양 담론 변화와 고조된 남북의 여론전으로 한국의 해외입양은 “아기 

수출”이라는 오명을 쓰기 시작했다. 북한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외교 경쟁을 

해 온 박정희 정부에게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1976년, 한국의 해외입양을 규정한 입양법은 핵심적인 변화 없이, 여전히 

해외입양을 추진했으며, 1977년부터 79년까지 한국은 이전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평균 5,408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설명

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이어진 

박정희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과 변화와 그 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외입양 정책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

이고, 이 시기 해외입양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설

정한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 시기의 해외입양 정책 형성과 변화에 기여

한 주요 요소로 정부의 근대화 구상, 국내 사회, 입양 기관, 국제 사회 네 

가지에 주목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는 정부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 설정된 경제적 발전을 우선으로 한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구상이 국내 사회와의 담합으로 국가의 ‘문제적 인구’에 대한 

제거의 정치를 펼쳤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담론이 국내 

사회의 가부장적 규율, 민간 입양 기관 및 국제 사회의 여론과 담합·이양·상

호 보강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입양 체제를 낳았으며, 이러한 체제가 해외입

양을 제도화하여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 담론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해외입

양 정책이 지속되는데 기여하였음을 밝힌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1)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에 대한 연구 

 

박정희에 관한 선행연구는 무수히 많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박정

희의 근대화와 산업화 구상,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연구도 적

지 않다. 우선 박정희의 근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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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박정희 정부의 근

대성을 경제적 발전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다 (김일영, 2000, 황병주 2008). 

일례로 황병주는 박정희 체제의 핵심 지배 담론을 ‘탈후진 근대화’ 담론으로 

요약하며 박정희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옥시덴탈리즘 구도를 수용한 것으

로 본다 (황병주 2008).  

다음으로 박정희 정부의 근대성의 본질을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근본적 변화라는 보다 복합적인 근대화 담론에서 찾는 연구들이다 

(김동춘 2000, 최유정 2004, 허은 2010, Chang 2010). 이 관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근대성은 근대화를 위한 가족 등 사회구조의 변화·형성을 내재한다. 

김동춘(2000)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근대화를 분석하며 오늘날 한국의 자본

주의가 “공업화 이전부터 존재해 온 한국의 독특한 정치·사회 질서, 특히 전

통적 가족·친족 관계가 현대적으로 변형 결합된 기반” 위에서 운영되었다고 

보며, 한국전쟁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촉진되었다고 주장함으로

써 한국의 근대성의 특이성을 조명한다. 장경섭(Chang 2010)은 ‘압축적 근

대성’을 제시하며 산업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위해 국가가 가족을 전략적으

로 통제·동원해왔으며, 이로써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을 형성·고착화했

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장경섭(Chang et al. 2018)은 한국 정부가 사회복지 

비용을 민간에 이양하는 모습을 ‘개발자유주의’로 명명하며 이러한 구조가 

되풀이되어왔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근대화 논의에서 나아가, 근대화를 위한 박정희 정부 정책들

의 정치사회적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김홍순 2000, 김홍

주 2002, 고원 2006·2008, 김명숙 2008, 장경섭 2010, Sohn 2013). 이러한 

연구들은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가족계획 등의 정책을 정부의 동원체제

의 하나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입·통제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본다. 이 중 

고원(2006)은 더 나아가 건전 가정의례 준칙을 통해 ‘근대적 일상성’의 측면

에서 정부가 대중의 일상생활을 재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

가 문화적 갈등을 겪는 과정을 고찰한다. 김명숙(2008)은 경제발전을 위한 

동원체제의 틀 안에서 박정희 정부의 가족계획을 논의한다. 다른 관점에서 

에일리 손(Sohn 2013)은 1960-70년대 정부의 가족계획을 생명정치권력으로 

보며 이를 통해 정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해 근대적 시민을 형성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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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의 논의는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에 대한 관념이 정권의 경

제·사회·정치적 정책 방향을 규정했으며, 조국 근대화를 목적으로 형성된 개

발동원정책이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침투한 과정을 밝혔다. 또한, 기존 연구

들을 통해 인구 제한과 가족계획을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구상의 직접적 혹

은 간접적 결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를 수반하기 

위한 가족계획과 인구 제한 수단으로서 이민정책을 조명한 연구나 이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해외입양을 정부의 산업화 구상과 연관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가 근대화 담론을 국가 정당성 확보

에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해외입양 정책은 이러한 조국 근대화의 일환으

로서 근대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적 인구’를 방출하는 동시에 민간에 

사회복지 비용을 이양하는 개발자유주의적 정책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2) 박정희 시기 해외입양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이삼돌(2004)은 한국에서 입양이 “입양 기관에는 사업이었고, 

정부에는 사회복지 비용 지출을 피하는 도피처였으며, 사회에는 엄격한 가

부장적·인종주의적·이성애적 규범을 지킬 수 있는 잔인한 자기규율”이었다고 

서술한다. 박정준(2017) 또한 한국, 중국, 대만의 입양제도를 비교하며 한국

이 입양의 주요 송출국이 된 까닭으로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혼혈아·장애

아·비혈연 친족 관계 입양을 어렵게 한 국내의 순혈주의와 가부장주의, 그리

고 국내외 입양 기관의 성장을 꼽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입양은 고아나 기

아 등의 요보호아동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힌다. 특히 해외 학계

에서는 한국 해외입양의 주원인으로 한국 아동에 대한 해외의 수요를 꼽는

다 (Rothschild 1988, Klein 2003, Briggs 2012). 김호수(2015) 또한 입양아의 

생모에 대한 연구에서 1970-80년대 여성 노동자를 착취한 국가 주도형 산

업화 개발 모델에 주목하며 전쟁 직후 입양의 원인으로 혼혈 아동에 대한 

복지의 미비성과 냉전기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70년대 중반 이후에 대해

서는 한국의 인구억제 정책과 미국 내의 국내입양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외

입양 수요 증가를 제시한다. 정리하자면 기존 문헌들의 한국전쟁 이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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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굳어진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 관념이나 입양 기

관들의 사업화, 입양국들의 수요 등에 집중돼 있어, 정부가 해외입양을 통해 

얻어내고자 한 정치적 이익을 조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입양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탐구하는 연구는 입양을 아동복지의 방안 

중 하나로 조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김동수(2015)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편리하고 값싼’ 해결방법으로 해외입양이 진행되었고, 이는 다시 국내

입양을 비롯한 사회보호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억제함으로써 해외입양을 지

속하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지적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정소라(2016)는 1966

년 입양법 개정 당시 정부는 국가가 입양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고자 

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입양 기관이 입양을 전담해 사회복지 비용을 절

약하고자 했다는 점을 든다. 한편 이삼돌(2004)은 대중문화에서 입양을 다

루는 민족주의적 담론을 분석하며 1970년대의 남북한 정당성 확보 경쟁에

서 해외입양 문제가 대두된 점을 언급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

해 입양정책이 변화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입양에서 

정부의 역할을 조명한 연구들은 정부가 사회복지 비용 지출을 피하고자 해

외입양을 방관·추진한 것으로 일축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피하는 동시에 인구의 유출을 방

지할 수 있는 국내입양이라는 대안이 1976년까지 법률적으로 제한된 점과 

여전히 사회복지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1970년대 중반에 ‘고아 수출

국’이라는 비난을 피하고자 정부에서 해외입양을 중지하려고 시도한 것, 경

제발전속도와 비례해서 해외입양은 오히려 증가한 것, 그리고 해외입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논의 과정에서도 혼혈아, 장애아의 입양은 당연히 여긴 

점 등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부가 고아·기아·

혼혈아·미혼모 자녀 등을 단순히 사회복지 비용이 들어가는 대상일 뿐 아니

라 국가의 근대화에 문젯거리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대

상으로 여겼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로 두고 본 연

구는 기존에 조명되지 않았던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구상의 정치사회적 영

향을 발견하고, 이러한 정부의 구상이 여타 입양의 결정요소들과 결합하여 

형성한 해외입양체제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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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은 다음과 같다. ‘박정희 정부의 정당성 유지를 위

한 근대화 담론은 국내 사회와 담합해 경제적 발전을 위한 근대적 인구 및 

가족을 위한 문제적 인구의 제거를 요구했으며, 박정희 정부의 해외입양 정

책은 이러한 담론의 결과로서 형성된 후 국내 사회·입양 기관·국제 사회와 

연동되어 입양을 체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박정희 정부 시기 해

외입양 정책 형성과 변화의 기반이 된 체제는 <그림 I>과 같다.  

 

<그림 I> 박정희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 형성의 구성요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설을 역사적 단일사례연구로, 문헌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역사적 단일사례연구로서 본 연구는 정부의 근대화 담론이 

사회적 정책의 형태로 가족과 개인의 삶에 침투하고, 또 국제정치적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위에서부터 아래로, 외부에서 

내부로의 국가이념의 표출과 변화과정을 포착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에 사용

할 주 자료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근대화론이 해외입양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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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박정희의 근대화 구상이 무엇이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박

정희의 구상은 『 우리 민족의 나갈 길 』 (1962), 『 국가와 혁명과 나 』

(1963) 등 박정희의 저술과 2차 문헌 연구를 통해 밝힌다. 

두 번째로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

보았다.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을 처음 법제화한 「고아입양특례법」은 1961

년에 만들어져 1966년에 개정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이후 1976년에 폐지

되고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위의 법률들과 관련 논의가 실린 국무회의 안건철 등을 사용했

다. 이에 각 법률을 확인하고, 내용의 변화와 단어 선택을 비교함으로써 정

책의 형성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입양 정책의 실효성, 즉 국내외 입양 건수 변화와 요보호 아

동 수 변화 등에 관한 자료는 연 1회 발간된 『보건사회통계연보』를 통해 

보았다. 다만, 해외입양 관련 통계는 1975년부터 기 로 분류되어 연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참고한다. 『보건

사회통계연보』를 통해서는 요보호 아동 수와 입양 건수뿐만 아니라 1966

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해외입양 알선 기관의 개수와 변화 등

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국제 사회의 변화로 해외입양이 재논의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신문자료와 함께 2011년 공개된 외교문서철 「고아 국외(북

구) 입양, 1974-81」을 중심으로 보았다.6 해당 문건은 북유럽 6개국에서의 

해외입양을 둘러싼 논란, 이에 보건사회부가 해당 국가들에 해외입양을 임

의 중단한 조치, 조치에 대한 항의, 그리고 항의에 대한 보건사회부와 외무

부, 해외 공관 간의 논의를 담고 있다. 이 문건을 토대로 국제정치적 변화가 

정부 내외의 입양 정책과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밝힌다. 

 

 

4. 논문의 구성 
 

                                            
6 본 연구에서 해당 문서철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했다: 외교통상부, “외교문서 2011-

61/84(1981) [전자자료].” (서울 : 외교통상부, 2012). 단, 각주 인용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작
성 기관, 문서명, 또는 기록 일자를 별도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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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에서는 한국, 특히 박정희 시기 

해외입양 정책의 관련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1960-70년대 해외입양 정책의 주요 성격을 

정리하고 이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로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구상, 국내 

사회, 입양 기관, 그리고 국제 사회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구상의 역할과 성격을 조망하고, 이

를 기반으로 형성된 가족계획의 질적, 양적인 측면을 밝힌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저서들을 통해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에 대한 구상은 선 경제발전, 

후 민주주의라는 진화적 요소를 내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근대화 구

상은 근대적이지 않은 요소들에 대한 제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

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가족계획의 중요성과 그 성격을 확

인하는데, 박정희 정부에게 있어 인구 조절과 가족계획은 근대적 국가 형성

을 위해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거의 대상은 사회권(social 

citizenship)의 부정과 연동되어 있으며,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 회피는 사회

복지의 기관화를 낳았다.  

다음 제3장에서는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의 제정 논의 및 내용과 

해당 법률의 1966년 개정 논의 및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

의 근대화 구상, 국내 사회, 입양 기관 그리고 국제 사회로 이루어진 해외입

양체제가 형성된 과정을 그린다. 우선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사

회권의 부정과 개발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 회피는 해외입양 기관으로의 사

회복지 책임 이양과 권리 보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의 해외입

양은 냉전기 국제 사회의 해외입양 수요와 맞물려 상호 보강적 관계를 형성

하며 해외입양 체제를 형성했다.  

제4장에서는 1970년대의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그 배

경 그리고 결과를 다룬다. 한국 정부는 1971년부터 75년까지 북유럽 입양을 

임시 중단, 재개, 재중단을 반복하며 재논의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로 1976

년에 「입양특례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재논의의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으

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 시기 해외입양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인지하였고, 이를 피하고

자 국내입양을 추진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입양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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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되어 해외입양이 지속하였다. 본 연구는 그 이유가 여전히 요보호아

동을 근대화에 반하는 문제적 인구로 보고 사회복지 책임을 이양하고자 한 

정부와 사회의 담합이 지속하였으며, 해외 수요와 해외입양 기관의 역할에

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으로서 오늘날까지 한국이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는 

것은 박정희 시기 해외입양 체제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임을 주장한다. 나아

가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의 변화는 정부 구상이나 국제 사회의 입양 수요뿐

만 아니라 국내에 자리 잡은 입양 기관과 국내 사회를 포함해 형성된 공고

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끝으

로 본 논문의 학문적 의의와 한계, 후속 과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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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구상: 

‘문제적 인구’와 제거 
 
 

1. 박정희 정부와 ‘근대화’ 
 

조국 근대화는 박정희 정부의 정당성 수립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정치·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걸쳐서 근대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선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에게 있어 근대화와 근대적 국가란 

무엇이었는지 유추한다. 2절에서는 정부가 근대화를 위해 시행한 인구조절 

정책의 목표와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 3절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담함하여 문제적 인구에 대한 규정과 제거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국가의 

사회복지의 대안으로 사회복지의 기관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박정희는 혁명 초기부터 국가 근대화를 핵심 사업으로 표방했다. 그는 

정부가 수립된 직후 1962년 작, 『우리 민족이 나갈 길』에서 한국이 

당면한 문제로서 민족사의 악한 유산의 청산, 가난에서의 해방, 건전한 

민주주의 길의 재건을 꼽았다. 나아가 2장 9절 “한국의 근대화를 

위하여”에서는 이 세 가지를 부제로 삼으로서 이러한 세 가지 목표가 

근대화를 위한 길임을 명시했다. 근대화는 곧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자, 

박정희 정부의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궁극의 명분이었다. 7  반대로 

한국이 아직 근대화되지 못하였다는 박정희의 판단은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중심적 개발의 명분이 되었다. 박정희는 해당 저서에서 

반복해서 한국의 “진정한” 민주적 발전,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전근대성 

타파와 경제적인 발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8  

보다 구체적으로, 박정희는 국가 근대화의 지표를 세 가지, ‘악한 유산의 

청산,’ ‘가난에서의 해방’, ‘건전한 민주주의의 길’을 꼽았으나,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7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서울: 기파랑, 2017), p. 101. 
8 박정희, 2017(a), p. 135; 박정희, 2017(a),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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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의 첫 번째 지표, 즉 악한 유산의 청산은 곧 이전 조선과 전후 

한국을 망하게 하였던 “전근대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는 “반봉건적이며 

반식민적인 자재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자재’에는 당파주의, 사대주의, 관료주의 등이 있었다. 나아가 박정희는 

이러한 병폐들이 “조선 사회가 우리에게 끼친 그릇된 유산”이자 “우리의 

겨레를 해치는 악의 요소”로, 국민의 선택에 맡기거나 그릇된 이익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일대 수술”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  즉, 전근대성의 타파는 박정희 정부의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요소였다. 

근대화의 핵심에는 국가 재건과 경제 확립이 있었다.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근대화라고 본 것이다. 즉, 박정희에게 

있어 근대화란 경제적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1971년 작 

『민족의 저력』에서 박정희는 “먹여 놓고 살려 놓고서야 정치가 있고, 

문화를 누릴 여유가 있으며 사회의 발전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단언하며 이러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10 이러한 전근대성 타파는 

한국의 “병든 민주정치에 대한 임상수술”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목숨을 

건지는 작업”이었다. 즉, 전근대성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할 수 없었다.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달성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한 

가지 지표는 가난의 타파, 즉 경제적인 발전이었다.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의 상당 부분을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발전의 필연적 선행성을 

논의에 할애한다. 그는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바탕” 없이 

서양의 민주주의를 단순히 모방하려고 하였던 각국 정부의 태도가 바로 

아시아 후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실패는 

“산업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뒤떨어진 나라들이 서양 민주주의의 겉모양만 

본떠 오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나아가 “민주주의 성공의 열쇠는 

경제발전”이라고 단언함으로써,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에 당장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경제발전을 

                                            
9 박정희, 2017(a), pp. 148, 159. 
10 박정희, 『민족의 저력』, (서울: 기파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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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박정희는 어쩔 수 없는 모순으로 

지적하며, 뒤떨어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쉽게 말해 ‘민주주의냐 경제 

발전이냐’하는 필연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이 중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만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고, 따라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무엇보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언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권은 

박정희 자신에게 있었다. 가령 1971년 『민족의 저력』에서 박정희는 

본인의 계획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외국 원조가 끊어져도 우리의 세수 만으로 충분히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12 

그러나 여전히 국제적인 정치적 불안과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이유로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생전 마지막으로 저술한 1978년 작 

『민족중흥의 길』에서도 박정희는 경제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자신감을 

보이는 한편, 여전히 한국의 민족성을 이유로 유신을 정당화하고 

민주주의를 이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근대화를 통해 박정희가 달성하고자 한 것은 사회재건이었다. 이는 

“역량을 갖춘 진정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인간개조와 국민정신”의 

함양을 전제로 했다. 13  이러한 인간개조는 “산업화의 과제에 부합하는 

인간형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근대화의 역군으로서의 인간형”을 필요로 

했다. 14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한국의 경제적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혁명”을 목표로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근대화 전략을 펼쳤다. 15  박정희는 이와 같은 정신적 각성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 우리는 인간혁명과 사회개혁을 

과감히 이룩하여 가난으로부터 백성을 해방시켜 살기 좋은 민주국가를 

기어코 만들고야 말 것이다.” 여기에서 박정희는 인민혁명과 사회개혁을 

통해 가난에서 해방하고 민주국가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쿠데타를 

                                            
11 박정희, 2017(a), pp. 162-166. 
12 박정희, 2017(c), p. 111. 
13 박정희, 2017(b), p. 106. 
14 김성보,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개조” 경쟁,” 『역사와 실학』, 53권 (2014), p. 154. 
15 박정희, 국회 연두 교시, 1966년 1월 18일 (서울: 국회의사당). 



  

14 

정당화하고 있다.16 

그렇다면 국민이 가져야 할 새로운 의식은 무엇이었는가? 박정희는 

“이제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재건의욕과 긍정의 

인생관을 되찾게 하는 일이다. 그런 깨달음으로 생산적인 인간, 근로의식에 

충만한 인간을 계몽하고 길러내는 일이다.”라고 목적을 정했다. 17  이에 

“새롭고도 아름다운 질서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겨레의 

사명이자 우리가 뜻하는 국가 재건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모두가 

국가가 잘 돼야 자신이 잘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할 것을 주문했다.18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근대화를 위한 경제발전을,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재건을, 사회재건을 위한 인간개조를 요구했다. 인간개조의 일환으로 

박정희는 한국인의 근면·성실과 헌신을 요구했다. 19  박정희에게 있어 

한국인의 근면·성실은 단순히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한국이 외화를 투자할만한 국가라는 인식이 외국에 자리잡게 하여 또 한 번 

경제적 발전을 꿈꿀 수 있게 마련해주는 국민성이기도 했다. 박정희는 

“재건국민운동은 우리가 하루속히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기름진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민족은 결코 못난 민족이 아니요, 게으른 

민족이 아님을 당당히 표시”해야 하며, “우리 민족은 결코 어둡고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과, 우리 민족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줏대 없지 않으며, 능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끼리 떳떳하게 살아 나갈 수 있음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20  다시 말해 재건국민운동, 즉 

근면·성실을 통해 국민성을 외국에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는 황병주의 

해석에 따라 “서구 근대성에 대한 강렬한 콤플렉스를 통해 근대화 동력을 

형성하고자 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21  

                                            
16 박정희, 2017(a), p. 100. 
17 박정희, 2017(a), p. 101. 
18 박정희, 2017(a), p. 176. 
19 김성보, 2014, p. 158. 
20 박정희, “혁명 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나라가 위급할때 어찌 목숨을 아끼리』 (서
울: 동서문화사, 2005), pp. 56, 67. 
21 황병주,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탈후진 근대화’ 담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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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간개조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하는 국민을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각자의 정성과 힘을 바치는 

일은, 결국 영예로운 조국에 바치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며 국민된 자의 

대가인 것이다.” 22  특히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동원을 의미했다. 가령 

박정희는 “운명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겨레가 다 같이 잘살아야 한다는 

동포애는 지금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경제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데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다시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논리로 돌아온 것이다. 23  박정희는 근대화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 즉 경제발전, 전근대성 타파, 민주주의라는 목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을 경제발전을 우선시함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2. 근대화와 인구조절 정책 

 

박정희 정부는 1961년 정부 수립 초기부터 가족계획을 진행했다. 

1961년은 또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박정희 

정부에 있어 가족계획이란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근대적 국가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다.24 인구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으며, 1963년 보건국 

모자보건과에 가족계획계가 설치되어 시행되었다. 이에 1962~1976년까지 

제1-3차 5개년 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된 한편, 

「모자보건법(1973)」에 명문화되었다. 한국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이 채택되어 그 사업이 구체화한 것은 1962년의 일이었다.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그 당시 추정된 인구증가율 2.9%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1966:일명 경제사회발전오개년계획)이 

끝날 때까지 2.5%로, 제2차 5개년계획 (1967~1971)이 끝날 때는 2.0%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워 전국에 가족계획 상담소를 설치하고, 면(面)마다 

1명 이상의 가족계획 요원을 배치하는 등 가족계획에 대한 지도 계몽 및 

                                            
22 박정희, 2005, p. 56. 
23 박정희, 2017(a), p. 43.  
24 Sohn Aelee. “Socializing Childbirth: Korea’s Family Planning Program in the 1960s and 
1970s,” 『한국사회』 14집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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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를 실시하였다. 제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에는 연간 평균증가율 

1.7%, 제4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81년에는 1.5%까지 낮추는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수용태세를 갖춤으로써 

인구증가억제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주변 각국으로부터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25 

박정희 정부는 가족계획을 통해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기하고 모자보건의 증진과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6  

정경균은 “경제개발을 하는 데는 이 모수[인구]를 줄여야 된다…하여간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제를 잡아먹는 모수, 인구가 줄어야 된다.”라고 

구술하며 이와 같은 가족계획의 근본적인 목적을 설명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1인당 국민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국가의 발전지표를 

향상하기 위해 가족계획을 도입했다.27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가족계획은 단순한 경제적 발전 수치를 위한 

양적인 목적 외에 근대적 가족을 통한 근대적 국가 형성이라는 질적인 

목표를 강력하게 내포하고, 이를 이용하였다. 이는 먼저 다음과 같은 

박정희의 서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전하고 서로 돕는 복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바르고 튼튼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각 개인의 행복한 가정생활이 없이는 

민주사회가 꽃을 피울 수 없으며, 서로 돕는 행동적인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복된 나라를 이룩할 수는 없다.”28  

이에 박정희는 앞 절에서 서술한 근대적 국가의 건설을 위해 특정한 

가족과 가정의 특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박정희는 국가와 민족, 

민족과 가족을 동일시하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민족이란 별것이 

아니요, 하나의 커다란 가족-집안-인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 “정체 

상태에 놓여 있는 후진국 경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전략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과 기술에 있다. 경제 발전은 결국 

                                            
25 국가기록원. 1991. 『인구정책 30년』 
26 김홍주, “한국 사회의 근대화 기획과 가족정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
학』 25권 1호 (2002), p. 60에서 재인용. 
27 박광영. “5·16 군사정부의 가족계획정책 입안 배경과 논리,” 『동국사학』 62집 (2017.6) 
28 박정희, 2017(a),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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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시작해서 사람이 끝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발전을 위한 인구의 

질적인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29 

이와 같은 박정희 정부의 가족관을 가족계획과 인구 조절 등의 정책을 

통해서 질적, 양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우선, 개발 정권은 높은 

인구성장률을 근대화의 걸림돌로 보고, 한국의 인구성장률을 필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 

연구되고 있었던 인구론에서 그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전후 국제 

사회에서는 인구성장률과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UN과 IMF, 미국의 CIA 등은 “제3세계의 과잉인구와 빈곤이 

공산화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불안감은 서구 

국가들이 제3세계에 대해 인구를 줄이도록 명령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원조를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재생산의 서구화(reproductive 

Westernization)는 2차대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을 위시한 서구 

각국의 정부와 여러 사설재단, 국제기구의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은 냉전시기 미국의 이해와 결합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수렴되었다. 제3세계 인구에 대한 개입은 냉전시기 

국제정치의 장에서 서구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의 진원지였다.” 이 시기부터, 즉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이 가족계획사업을 국책화한 것은 이와 같은 국제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박정희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정책 형성에 반영하였다. 증가하는 인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며 비서구적인 행위로 국제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인구정책, 즉 해외 이민 정책과 가족계획을 통해 이러한 전근대적인 인구 

구조와 출산율을 벗어나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목표와 부합하였다.30 

인구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인구의 기본값에 출생아 수, 귀환자 수를 

더하고, 사망자 수와 이민자 수를 뺀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와 귀환자 수를 

줄이고, 사망자 수와 이민자 수의 합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 단순한 

                                            
29 박정희, 2005, p. 57. 
30 조은주, 2018,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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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을 따른다고 정부의 인구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공식이 질적인 고려 없는 양적인 제한인 것이지만,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의료, 위생 행위를 제한하고자 했던 정부에게 있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었을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인구의 양적인 감소를 하고자 했으므로 인구 제한을 진행하였으나, 

위 네 가지 변수 중 어떤 것을 얼마나 제한, 통제할지에 대해서는 인구의 

구성원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는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이민 정책의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인구 제한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출생아 수의 제한이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지속해서 피임과 가족계획을 보급하고, 대중을 계몽하여 출생아 

수를 제한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촌 생활을 하는 인구의 출산율을 

단시간에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실제로 연간 출생아 

수는 1961년부터 196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1970년부터 비로소 

줄어들기 시작했다. 31  이처럼 정부에게는 제어하기 까다로운 출생아 수나 

사망자 수와 같은 변수보다 국경의 통제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귀환자 수와 이민자 수를 관리해 인구의 양적인 통제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용이했을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실제로 정책의 변화는 

이 두 변수에 대해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 정부는 인구조절과 문제적 인구의 배출을 이민을 통해 해결하려

고 하였다. 가령 1972년 2월 18일 기사는 1962년부터 66년까지의 이민정책

의 근본 목적을 구분하며 “크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화획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와 인구포화생태의 배출구로 구분한다면 당시는 과잉인구의 조절이 우

선했던 시기였다.”라고 설명할 뿐 아니라, 나아가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인

물들에게는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식의 동질화를 꾀하

려는 정책적인 배려도 은근히 숨어있었다.” 라고 설명한다.32 여기서 국민의

식의 동질화란 즉 산업화에 걸맞은 근면·성실한 한국인이라는 규정에 맞지 

않는 인구를 방출하여 걸맞은 인구만 남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부

가 생각한 이상적인 한국인의 모습과 성질을 함양보다도 그 외의 것을 퇴출

                                            
31 http://kosis.kr (검색일: 2018년 10월 1일) 
32 『경향신문』, 1971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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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잉 인구에 대한 조절을 진행했다. <그림 II-1> 

인구 조절 정책은 귀환을 금지하는 정책과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수행했는데, 입양 정책은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II-1>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인구 변화 정책목표 

 

특히, 정부의 이민정책은 무엇보다 인구 감축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두었다. 아동의 해외입양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위한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사회복지비용의 절약을 목표로 두었다. 1962년 

3월, 보건사회부의 해외이민 계획을 발표하는 기사는 “실업자 구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이라고 해외 이민을 요약하고 있다. 33  이후 해외 이민을 

평가하는 기사에서도 “인력진출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된 것으로는 과잉인구로 인한 실업의 해소에 기여하고 외화 기득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했다는 것이다.”라고 정리하였다.34 

그러나 1970년대에 이민정책은 변화를 맞이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유신이 선포되고,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며 박정희는 이전의 

근대화 담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계획을 선포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인구, 이민, 입양과 관련한 박정희와 나아가 정부의 담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1970년대 들어서 이민 및 귀환 정책에 

변화가 목격된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에는 일부 재일교포의 귀환, 해외 

이민자에 대한 인정과 관리 등 귀환자 수 제한이 유연해졌으며, 반대로 

무조건적인 이민을 통한 외화와 인재의 유출을 감시하고, 해외입양을 

제한하고자 했다. 즉,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인구 증가 요소를 

제한하고 인구 감소 요소를 추진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나, 이러한 

                                            
33 『동아일보』 1962년 3월 18일. 
34 『동아일보』 197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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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에서 어떠한 인구의 증가를 촉진하고, 어떠한 인구의 감소를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적인 판단이 변화한 것이다. <그림 II-2> 

 

<그림 II-2> 박정희 정부의 수정된 인구 변화 정책목표 

 

왜 이와 같이 변화했는가? 우선 1970년대 초반에 무분별한 해외 이민 

정책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여론 및 담론이 발생했다. 가령 1971년에는 

정권에 반대하는 저명인사들의 해외 이민 및 망명이 이어지자 이들의 이민

은 무책임한 것이라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이에 11월 17일 기사는 해외 이

민은 “‘무조건 많은 수자를 내보낸다’는 외곬시책에서 벗어나 유능하고 젊은 

인력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적정 정책, 그리고 그 연후에 국위손상국리민복

에 해독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35 나아가 

박정희 정부의 해외 이민 정책은 외교적인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1971

년에 브라질 공사관은 한국이 “질 낮은 이민자만 보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두 차례 항의한 사건이 있었다.36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는 

이전의 무조건적인 이민 정책을 유화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또한 이전까지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필요 없는 인구를 규정, 낙인하고 

무조건 추방했다면, 한국이 성장하고,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 없는 인구에 대해서라도 관대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는 국력의 성장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박정

희는 1970년대에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신장에 

큰 기대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71년 작 『민족의 저력』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한다. 

 

 

                                            
35 『동아일보』 1971년 11월 17일.  
36 국가기록원 자료. 1975.12.19 “대 브라질 이민 및 농토 구입 문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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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제1, 2차 경제개발 계획의 성과로 말미암아, 1950년대 말의 실의

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장래에 대한 새로운 자신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성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 남에게 의

존해 오던 수혜 관계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세계 시장

에서의 ‘선의의 경쟁자’로서, 그리고 우리보다 낙후된 여러 개발 도상국에 대

한 ‘성실한 동반자’로서 세계 경제의 발전 및 확대 균형 달성에 당당하게 참

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특히 해외에 한국이 떳떳하게 보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박정희는 1975년 11월 6일 자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김모라는 재미교포(예비역 대령)가 쓴 글이다. 김씨는 광복 30주년 행사의 

하나로 재미기독교 지도자 친선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돌아온 나성 거주 장

로직 기독교인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그 동안 조국이 초라하다는 데 얼마

간 기가 죽어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다. 나는 가슴을 활짝 

펴고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떳떳이 조국의 모습을 전하고 자랑

하겠노라”고 하였다.… 

…최근에 와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확실하다. 자신감

과 긍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앞으로 몇 달 후에는 우리도 당당히 선진국가로

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다는 자신이 만만하다. 이것이 국민의 사기다. 이것

이 필요하다. 실의, 비굴, 열등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과감하

게 씻어 버리고 패기, 자신,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란 것을 

어디서나 자랑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37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 변화 정책 목표는 1970년대 들어 그 방향을 

일부 변화하는 한편, 여전히 경제발전에 필요 없는 인구를 규정하는 행태는 

지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박정희 일기. 197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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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권의 부정과 제거: 국가와 사회의 담합 

 

1) 근대화의 방법으로써 제거 
 

박정희 정부와 제거를 통한 근대화는 또한 사회권의 개념과 연관이 

있다. 한국인에 대한 제거는 한국인이되 한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구가 존재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근대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근대적 문화의 도입,’ ‘경제적 발전 토대 마련’과 같은 표현이 아니라 

‘전근대적 유산의 청산,’ 그리고 ‘가난의 타파’와 같은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박정희가 근대화를 위해 당장 해야 할 당면 목표들을 새로운 

가치의 도입이 아닌, 현존하는 악행과 악습의 제거와 배제를 

우선시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박정희가 근대화의 목표를 이루는 

방식에서도 이러한 제거의 논리가 반복된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박정희는 

전근대적 유산의 청산은 혁명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정희는 이를 “뜸이나 약물치료로 완전히 낫게 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우리 조국을 갉아먹는 병균에 수술칼을 대고야 만 것”이며, “지난날의 

불법을 일시에 도려내는 과감한 수술”이라고 말한다. 38  즉, 수술의 목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베어내고 떼어 냄으로써 근대화에 필요한 새로운 

(올바른) 요소들이 자라날 수 있는 고른 땅을 만드는 것이다. 

가난을 타파하는 방법에서도 제거의 논리가 선행한다. 박정희는 “가난과 

보잘것없는 소득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공산주의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원대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워 그 임무를 추진하는 이유도 직업 

없는 사람을 구제하고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어 다 같이 고르게 잘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실업자 수를 줄이고, 

가난을 몰아내는 제거의 행위로써 경제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실업자 수를 지적한다. 또, 

박정희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는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실업자의 구제다. 실업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자원의 장비가 아니라 

                                            
38 박정희, 2017(a),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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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즉, 실업자는 

단순히 인구의 평균 소득을 낮추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가 

되는 문제였다. 이처럼 경제발전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 

박정희는 사회 불안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실업자뿐 아니라 농촌의 가난과 

헐벗음에 대해서도 “도둑질과 살인 등 각종 사회범죄로 이어졌다.”라고 

말함으로써 실업자, 농촌의 가난을 문제적 인구, 문제적 요소이자 퇴출, 

추방, 제거해야 할 요소로 지목했다.39  

비유로써 정리하자면 앞서 전근대적 정치를 수술을 통해 제거하여 

새로운 정치를 써 내려갈 백지를 만들었듯,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문제가 되는 요소(실업자)를 제거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고른 땅을 

만들고자 했다. 이처럼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들에 대한 사회권의 부정과 제거가 행해졌다.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이 적용되었다. 가령 정부는 장애인이나 한센병 환자 등 민족의 

우수성을 저하하는 요소, 즉 근대적 가족 및 인구의 정의에 끼워 맞출 수 

없는 요소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제거하였다. 이러한 제거의 

대상에는 다음에서 살펴볼 사회의 인식과의 담합이 작용하였다.  

 

2) 사회권의 부정: 가족자유주의, 가부장주의, 순혈주의 

 

그렇다면 사회권을 배제당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이는 

가족자유주의(familial liberalism) 사회와 연관이 되어있다. 장경섭(2018)은 

개발정권들이 “사회정책(social policy)을, 나아가 아예 사회권을 가족성원들 

사이의 상호 보호와 지원의 사적 의무로 재설정”해 온 것을 국가의  

가족자유주의 정책 노선이라고 명명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출생신고부터 교육, 결혼, 독립, 사망과 유산 배분까지 한국의 모든 삶의 

단계는 가족의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즉, “가족이 경제생산(economic 

production)과 사회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을 포괄적으로 관장하며 소속 

개인은 가족을 매개로 국가 및 시장경제와 관계를” 맺게 된다. 40  이러한 

                                            
39 박정희, 2017(a), pp. 43-46. 
40 장경섭, 『내일의 종언(終焉)?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서울: 집문당, 2018),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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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못한 개인은 버려지거나 

‘투명인간’이 되어 잊혀졌다.  

박정희 정부에게 있어 정상적인 가족의 범주는 어떤 의미였는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국가 재건을 위해 가장은 

경제활동을, 어머니는 자녀 교육과 보육을, 자녀는 배움에 헌신하는 

가부장적 핵가족을 의미했다. 이 틀을 벗어나는 구성원들(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어머니, 돈을 벌지 못하는 아버지, 남성성이 없는 아버지, 

배움에 힘쓰지 않는 자녀 등)은 좋지 못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41  즉,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을 이상적으로 본 것이다. 

가령 박정희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습득하고 

장래에 있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한다. 42  이 시기 가족정책과 관련된 표어를 통해서도 이러한 

근대성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가족계획의 표어인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나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등은 

이전의 한국의 가족 형태를 ‘알맞지 않고’ 야만적인, 전근대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근대적인 발전을 위해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3 즉, 

전근대적인 가족이나 가정의 형태들은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에 문맹을 퇴치하였고, 피임을 보급하고, 전근대 조선의 패인이라고 

여겨진 게으름을 혐오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핵가족화, 소가족화를 추진하였다. 김혜경(2009)은 

박정희 정부 초기인 1962년에 이루어진 호적제도 개편이 근대적 관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소가족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호주는…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가시킬 수 있다”(민법789조 법정분가, 

강제분가)라는 조항을 통해 “한국의 성문화한 가족제도는 호주 가족을 

기본으로, 결혼한 차남이하의 자가 분가하는 형태를 띄게” 되었고, “여전히 

장남의 호주상속제도와 직계가족제도는 강고했지만 이 새로운 호적제도는 

                                                                                                               
5-6. 
41 김혜경, “경제개발시기 젠더화된 이주,” 이재경·유철인·나성은 외 저,『조국 근대화의 젠더
정치: 가족·노동·섹슈얼리티』(홍청군:아르케, 2015), pp. 196-196. 
42 박정희, 2017(a), p. 197. 
43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파주: 창비, 2018),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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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족제도로 해석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44  한편, 이 호적법은 사실상 

가부장제를 법적 사실로 규정짓고, 신유교주의를 ‘중요 유산’으로 규정했다. 

즉, 호적법은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제와 순혈주의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사회권이 부정된 인구 구성원의 해외입양이라는 제거 정책에 

사회가 담합하도록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이다.45 

가부장적이고 순혈주의적 사회에 걸맞지 않은 이들, 특히 혼혈인은 

‘남’으로 규정되어 제거가 당연시되었다. 혼혈인은 한국 국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한국 국민 혹은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징표인 군 복무에서 제외되었다. 1972년부터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보충역으로 편입되었고, 1974년에는 소집면제가 되었다.46 또 다른 사회권의 

상징인 교육 역시 혼혈인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혼혈인들이 국민학교 

취학을 기피하자 1962년 9월 3일에 최초의 혼혈 국민학교가 세워졌으나, 

마땅하지 않은 이유로 2년 만인 1964년 8월 5일에 폐교되어 혼혈아동 대상 

국민학교로 운영되었다.47 혼혈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었음은 정부에게 

있어 혼혈아는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에 반하는 존재였으며, 사회 또한 

순혈주의적 관점에서 혼혈아를 불편한 존재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는 “여성이 혼혈아를 출산하여 ‘순수한’ 부계 혈통을 잇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혼혈아를 낳은 여성은 모두 성매매 여성일 것이라는 인식이 

동시에 존재”했다. 48  이러한 사회의 배제는 또한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가부장주의와도 연관된다. 박경태는 한국전쟁 이후 제기된 단일민족주의 

담론에 대해 “위계화된 부계혈통의 흐름은 단일민족주의에 은폐되어 다문화 

담론과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혼혈인 차별 문제가 단순히 

피부색이 다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부계혈통 중심주의를 

                                            
44 김혜경. “박정희 체제하 “핵가족”담론의 변화과정과 이원구조 연구,” 『사회와 역사』, 82
권 (2009), p. 185. 
45 Mark Peterson, Korean Adoption and Inheritance: Case Studies in the Classic Confucian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 Cornell East Asia Series, 1983). 
46 국가인권위원회,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2004, p. 31 
47 국가인권위원회, 2004, p. 30. 
48 권은혜·김아람 외, 『고아, 족보 없는 자: 근대, 국민국가, 개인』. 서울: 책과함께, 2014),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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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한국사회의 위계적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한다.49 이 시기는 

남아선호가 가장 강했던 시기이기도 한데, 이 또한 가부장주의 사회와 이를 

지향하는 가족자유주의적인 사회 구조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의 다원화: 정부의 책임 이양과 사회복지의 기관화 
 

그러나 아동의 해외입양을 정부의 제거나 배제, 사회의 혐오와 

차별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입양 기관, 정부, 그리고 사회 

모두가 입양을 선물로 여겼다. 언론은 “혼혈사생아와 그 어머니에게 있어 

최고의 이상향은 항상 미국이었다”라고 말했고, 남편 해리 홀트에 이어 홀트 

양자회를 이끈 버사 홀트는 미국의 어머니회에 의해 1966년 “미국의 

어머니”로 선정되었다.50 이는 도리어 정부가 ‘인구이되 시민이 아닌 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사회의 특성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부, 근대화 정부 아래 한국은 사회복지국가가 아니라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였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유기할 수 

있었고, 이에 사회복지는 민간에서 진행되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에 연간 

발생하는 기아의 수는 점점 증가해 1961년부터 1966년까지 5년간 연평균 

7,300명의 기아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들 기아를 비롯한 요보호 아동은 

0세부터 5세는 영아원에, 5세부터 18세까지는 육아원에, 그 외 부랑아 등은 

부랑아 수용소, 아동직업보도소에, 장애아는 불구아시설에 입소해 매년 

4~600여 개 시설에서 5~7만 명의 아이들이 복지 시설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은 절대다수가 국공립이 아닌 민간의 

법인이었을뿐더러, 이들 법인의 운영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는 

25%도 채 달하지 않아, 50% 이상을 외국 원조를 통해, 25%가량을 기부금 

및 재단의 수입으로 사용했다.51  이처럼 정부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를 

국가가 아닌 민간 사회에 이양하고자 했다. 앞서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49 박경태, “기지촌 출신 혼혈인의 ‘어머니 만들기’와 기억의 정치: 미군 관련 혼혈인 구술생
애사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9, pp. 2-3. 
50 『경향신문』 1966년 10월 8일, 『경향신문』 1969년 7월 30일. 
51 『동아일보』 1969년 1월 10일, 『매일경제』 1969년 2월 22일, 『경향신문』 1970년 6
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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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논의에서 확인했듯,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입양은 이러한 정부의 책임 

이양의 일환이었다.  

해외입양 이외에도 박정희 정부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를 국가가 아

닌 민간 사회에 이양하고자 “영유아 입양위탁 및 거택 구호” 정책을 펼치기

도 했다. 이에 정부는 1962년에 보건사회부를 통해 거택구호 사업을 시작했

는데, 이는 복지시설의 아동 10,730명의 연고지를 찾아 복지시설에서 퇴소

시키거나 국내외로 입양을 보내거나 유·무료 위탁, 취업, 정착, 입대를 시키

는 계획이었다.52 이러한 방침 중 유료 위탁을 제외한 방안들은 이전의 방침

이었던 “시설 구호,” 즉 정부의 책임, 관리하에 있었던 요보호 아동 복지를 

민간의 책임과 비용으로 돌리는 방안이었다. 유료 위탁 방침마저도 국내외 

입양 이전 3~5개월 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뿐이었다.53 결과적으로 영유

아 입양위탁 및 거택구호 사업으로 1962년부터 1974년까지 총 17만 8천 명

에 달하는 아동이 복리 시설에서 퇴소했지만, 이 중 국고 보조로 유료 위탁

된 아동 18,550명을 제외한 약 15만 명은 정부가 사회복지 책임을 민간에 

고스란히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54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순혈주의와 가부장제로 

인해 국내 입양의 증가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1960년대 초반에만 해도 

해외입양보다 많았던 국내 입양 수는 1968년을 기점으로 뒤집혀 1973년에

는 국내 입양되는 아동의 두 배가 넘는 수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1972년 5월 기사는 한국에서 기아의 국내입양이 부진한 원인으로서 “1) 양

친의 성과 다른 성을 갖는 양자의 경우 양가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고, 2) 

호적에 입양된 사유가 기재되며, 3) 입양 후 친부모가 나타날 경우 현행법상

으로는 양자를 반환해야되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즉, 

한국의 호주제도로 인해 국내입양을 꺼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호

주제도는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를 자녀로 들이는 것에 대한 사회의 거부

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정당화했ㅇ. 특히 이러한 순혈주의는 혼혈아동에 대

한 사회의 담론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1955년부터 1967년까지 해외

                                            
52 『경향신문』 1962년 5월 5일. 
5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70년사 3권 사회복지 편: 가난의 시대에서 복지사회로』, 2015 p. 

132. 
54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서울: 보건사회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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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양된 아동 6,919명 중 절반 이상인 4,006명은 혼혈아였는데,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포용을 할 대상이 아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

었다. 당시 언론은 혼혈아동에 대해 “서둘러…입양시키도록 권하는 것이 요

망”이라고 서술하며 혼혈아를 입양하는 것이 다양한 차별과 적응의 문제를 

겪는 아동에게 최선의 정책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55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혼혈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가령 1970년 6월 24일 기사에서 사회사업복지연합회의 부회장인 명완식은 

고아에 대한 설명에서 “전쟁고아의 경우 비록 전란으로 고아는 됐지만 확실

한 부모와 가정이 있었던 아이들인데 비해 요즘의 고아들은 기아나 부랑자

들이 많아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요즘 고아들은 6·25의 전쟁고아에 

비해 눈치만 보고 좀처럼 말을 안 들어 키우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국내입

양이 부진하고 사회복지사업이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 고아들이 “질적으

로 떨어진다.”는 표현 등에서 요보호아동을 사회복지와 아동보호의 관점이 

아닌, 문제로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6 발언의 주체가 한국의 

사회사업을 담당하는 사회사업복지연합회의 부회장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당시 한국 사회와 공무원들이 입양대상 아동을 다룬 일반적인 시선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정책은 개발정책에 부속되어, 정부는 개발에 불필요

한 존재들인 문제적 인구의 관리 책임을 민간에 이양했다. 이는 정부가 사

회재생산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사회재생산재’(social reproduction goods)

의 실질적 시장상품화를 방조하거나 용인”하는 개발자유주의적 행위였다.57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유기하고, 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담합을 한 

상황에서, 마땅히 정부가 제공했어야 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해외 

원조와 민간 기관에 이양된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의 기관화가 이루어졌고, 

정부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 기관들의 행위에 대해 정부가 눈감아주는 이양 

관계가 이루어졌다.  

 

                                            
55 『경향신문』 1965년 5월 1일. 
56 『동아일보』 1970년 6월 24일. 
57 장경섭, 2018,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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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아입양특례법」 제정과 개정: 

해외입양 체제의 형성 
 
 

1. 「고아입양특례법」의 제정(1961)과 개정(1966) 
 

1) 1961년 9월 20일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박정희 정부가 시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58  이 법은 한국의 해외입양을 제도화시키고, 입양 대상 아동은 

실제 부모가 없는 고아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아동을 모두 

포함했으며, 입양하는 부모를 외국인으로 한정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고아입양특례법」은 1961년 9월 20일 국회 보건사회부아동과장이 

“4015명의 고아가 미에 3988, 놀웨이 영·서·인 등 국에 백 1951, 흑 693, 

기타 1371으로 되어 있다. 민법상의 결함과 국내 제사정으로 고아들은 

해외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송창규 위원이 “6만명 

넘는 고아를 보호하는 한 방법임. 특히 국제적으로 널리 입양케 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법률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동의함에 따라 

통과되었다. 여기서 보건사회부 과장의 통계는 한국전쟁 때부터 법이 

제정될 시점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로, “백”은 백인 혼혈아, 

“흑”은 흑인 혼혈아, “기타”는 비혼혈 또는 다른 인종의 혼혈아를 의미한다. 

나아가 과장은 「고아입양특례법」이 필요한 이유로 민법상의 결함과 국내 

제사정을 드는데, 이 중 전자는 민법 상 해외입양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뿐만 아니라 호적법에 의해 혼혈아의 시민권 부여나 고아의 국내 입양이 

어려운 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제사정은 

아동을 수용하기 어려운 국가의 복지적 한계와 국내입양을 꺼리는 사정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법률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아입양특례법」의 제정 이유는 “외국

인이 대한민국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58 「고아입양특례법」은 법률 제731호로, 1961년 9월 30일에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법은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은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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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특례를 정함과 동시에 간이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

로, 이전에 민간에서 이루어졌던 해외입양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특히, 이 

법은 목적을 외국인의 한국 고아의 입양을 간이하게 한다는 것으로 명시하

여, 국내입양이 아닌 해외입양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2조에서 고아

를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18세미만의 자”뿐만 아니라 “부양의

무자의 동의를 얻은 18세미만의 자”를 포함하여 고아와 기아, 그 외 부양의

무자가 입양을 원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을 가능하게 했다. 3조는 양친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조건을 명시한다. 또한, 4조 2항에 의해 최소한의 노력 이

후 미아의 입양이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이후 입양 기관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아나 실종아동의 무분별한 입양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

용하였다. 5조는 입양이 되는 아동이 한국 국적을 제적하게 하였으며, 6조는 

“입양절차의 일부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7조는 보호조치, 8조는 

시행령이었으나, 실제 시행령은 1967년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2) 1966년 2월 23일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고아입양특례법」은 제정된 지 5년 만인 1966년에 개정되었다.59 개

정법의 핵심적인 변화는 입양을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 기관

만이 가능하게 했으며, 입양 관련 종사자는 고아에 관하여 비 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비 누설금지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시행할 시행령이 1967

년 6월 29일에, 시행규칙이 1969년 9월 9일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

를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법의 핵심적인 변화는 제5조(입양알선기관)

의 신설이다. 5조에 의해 고아의 입양알선에 관한 업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가능해졌다. 이 법률은 입양 기관

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제8조(감독), 제9조(허가의 취소) 제10조(벌

칙)로 보완되었다.  

5조의 신설 외에도 개정 법률에는 제7조(비 누설금지)가 신설되었고, 3

조 2항(“양친은 전항 제4호와 제5호에 관한 실태에 관하여 대한민국으로부

                                            
59 「고아입양특례법」은 1966년 2월 23일 일부 개정을 거쳐 법률 제1745호로 공표되었으며, 
1966년 4월 24일에 시행되었다. 전문은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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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고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 삭제, 제4조 1항, 2항의 수정 이루어져 입양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1967년 6월 29일 제정되어 9월 30일 시행된 「고아입양특례법시

행령」은 입양인가, 입양알선기관의 설치와 허가기준, 기관장 및 아동 상담

원의 인원과 자격, 입양 기관의 보고 등을 규정했으며, 「고아입양특례법시

행규칙」은 이를 보완하였다. 

1966년의 개정 법률과 법률의 논의 과정은 한국에서 해외입양을 고착

화하였다. 특히 개정법률안과 논의과정을 통해 해외입양 정책이 요보호아동

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와 입양의 간소화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해외입양

이 상업적으로 고려되고 국내 사회와 정부의 담합이 이루어졌으며, 입양 기

관들의 과점화를 염두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아입양특례법」의 완성과 국가와 사회의 담합 
 

1) 근대화와 사회권의 제거 
 

「고아입양특례법」이 제개정된 배경에는 경제개발을 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민과 그렇지 않아 사회권이 배제된 이들의 구분이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낸 것은 

그들의 사회권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토비아스 휘비네트는 

해외입양에 대해 “한국 현대화 프로젝트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권력 

장치의 하나로서 순결하지 않고 매각가능한 유기된 계층을 사회공학과 

우생학의 이름으로 숙청하면서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데 이용됐다”고 

비판한다. 60  이승만 정부 시기에 시작한 해외입양이 박정희 정부 시기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을 통해 명문화된 것은 입양 대상 아동들에 대한 

사회권의 배제 또한 이때 명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법의 5조는 

                                            
60 토비아스 휘비네트, “14. 고아 열차에서 아동공수까지: 식민지 무역과 제국건설 그리고 사
회공학,” 토비아스 휘비네트 외 29인 저, 제인 정 트레카·줄리아 차니에르 오페러·선영 신 엮

음, 『인종 간 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서울: 뿌리의 집, 
2012),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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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가 본 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양자로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제적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고, 1966년에 “당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이 법무부장관에 보고해 국적을 

제적하도록 하였다. 이에 입양이 된 아동이 입양국가에서 시민권을 아직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해당 아동의 한국 국적을 제적할 수 

있었다.  

우선 1966년까지 해외입양의 절반 이상은 혼혈아와 장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 III-1> 혼혈아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차별로 한국에서 적응

하기 어렵고, 이를 자정하려는 정부 또는 사회의 노력 없이 해외입양의 대

상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가의 민족적 정체성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혼혈아를 이미 불편한 존재로 규정하였다. 이에 혼혈아의 해외입양은 

민간에서 자행되고 있었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경제적 성장을 목적으로 둔 박정희 정부에게 불편한 존재인 고아, 기아 

등 아동의 배출을 위해 입양 제도를 입법화한 것은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졌

을 것이다.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한국전쟁은 한국에 수많은 요보호아동을 

남겼다. 이는 앞서 언급한 혼혈아, 특히 UN군과 한국 여성 간의 혼혈아와, 

전쟁고아와 기아를 포함한다. 3절에서 설명하겠으나, 이러한 요보호아동, 특

히 고아, 혼혈아, 부랑아 등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정의에서 벗어난, 민간

에게도 정부에게도 불편한 존재였다. 일례로 1965년 5월 1일 자 경향신문은 

혼혈아에 대해 “전쟁은 여인을 외롭게 만들고 그 외로움은 또한 슬픈 씨앗

을 뿌리게 한다.”라고 하여 혼혈아를 한국 여성들의 부정의 증거로서 표현하

였다.61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전근대성의 타파를 주장한 박정희 

정부에게 있어서도 혼혈아는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UN군과 한국 여

성 사이의 혼혈아는 미국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지배를 받을 수밖

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61 『경향신문』 1965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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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해외입양의 배경 1958-2000 

년도 혼혈 장애아 총계 남성 여성 

1958~60 1,159 
(45.8%) 

1,588 
(62.7%) 

2,532 734 1,798 

1961~70 2,659 
(36.5%) 

2,064 
(28.4%) 

7,275 2254 5,021 

1971~80  4,598 (9.5%) 48,247 17320 30,927 

1981~90  16,378 
(25.1%) 

65,321 30460 34,861 

1991~2000  8,987 
(40.6%) 

22,129 12009 10,129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16 

특히 「고아입양특례법」의 개정에서는 혼혈아를 비롯한 요보호아동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여론을 이유로 해외입양을 간소화할 수 있는 

비 유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심지어 보건사회부 차관은 해외입양이 고아 

수출로 인식되면 수치스럽지 않겠냐는 위원의 지적에 동문서답으로 “걱정해

주시는 국가적 수치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감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배달민족이 외국사람하고 결합이 되어 가지고 단일민족이 아닌 아이를 난다

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동

감입니다.”라고 답하며 순혈주의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혼

혈아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관리실장이 비

유지 조항을 신설한 이유로 “이 고아들의 성분이 주로 일선지방에 있는 특

히 UN군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지방의 소위 양공주 이러한 자제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아이를 기르는데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고 적지않은 잡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62 

박정희 정부는 1961년 「윤락방지법」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근절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1963년 저서를 통해 “윤락

여성 문제는 시급하고도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설

명했다.63 성매매는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로, 특히 한국 여성이 외국인

과 성행위를 해 아이를 낳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여겨졌다. 그러나 

                                            
62 국회회의록(6대, 48회, 1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 3.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63 박정희, 2017(b),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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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정부는 기지촌의 ‘양공주’ 혹은 UN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묵인 하고, 오히려 관리하였다. 기지촌은 냉전기에 미국에 의존해 경제적 성

장 정책을 추진한 박정희 정부에게 있어 UN군의 유지를 도모하고, 외화를 

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혼혈아에 대한 국내

의 여론을 묵인하고, 오히려 담합해 이들의 해외입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 유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표 III-2> 연도별 해외입양인의 가족 배경 

연도 총계 기아/빈곤 가정문제 미혼모 

1958~60 2,532 1,675 
(66.2%) 

630 (24.9%) 227 (9.0%) 

1961~70 7,275 3,013 

(41.4%) 

1,958 (27.0%) 1,304 (17.9%) 

1971~80 48,247 17,260 

(35.8%) 

13,360 (27.7%) 17,627 (36.5%) 

1981~90 65,321 6,769 
(10.4%) 

11,399 (17.5%) 47,153 (72.2%) 

1991~2000 22,129 225 (1.0%) 1,444 (6.5%) 20,460 (92.5%)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16 

 

그러나 혼혈아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차별이나, 장애아에 대한 복지의 

필요만으로 해외입양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960년대부터는 

해외입양 아동의 대다수는 혼혈아나 장애아가 아니라 기아, 미혼모 자녀, 

가정해체로 인해 보호자가 없어진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표 III-2> 즉, 

사회권의 배제는 가족자유주의적인 한국 사회와 맞물려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권의 배제 대상이 단순히 순혈주의적 사회에 

문제가 되는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가족자유주의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는, 즉 가족의 틀 아래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1년부터 

1979년 사이, 미혼모 자녀임을 이유로 입양된 아이들의 비중이 4배에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가정에서 태어나 기아가 되어서 입양된 아동은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즉,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반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미혼모 슬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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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랄 수 없어 입양된 것이다. 김호수는 미혼모의 자녀 입양은 다른 수백만 

명의 한국 여성과 마찬가지로 미혼모가 “자신의 재생산을 규제함으로써 

모범적인 모성 시민권(virtuous maternal citizenship)에 참여”한 행위였다고 

설명한다.64 국가가 제시한 근대적 가족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한 것이다. 

또한, 1980년대까지 입양 보내진 아동의 3분의 2는 여자아이였다.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더욱 많이 제거된 것은 남아선호 사상을 대변한다. 

그러나 남자아이 역시 60년대에 비해 70년대에 더 많이 입양되었음은 

단순히 남자아이라고 해서 사회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가정에서 키울 수 없는 아이는 마찬가지로 버려진 것이다.  

 

2)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 회피 

 

근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사회권이 박탈된 인구에 대해 정부는 책임

을 지지 않고자 했다.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1조의 

내용과 달리, 실제 「고아입양특례법」(1961)은 해외입양을 간소화하고, 더 

많은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어 한국에서 수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법은 양친 될 자격에 대해 도덕적, 복지적 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위반되었을 경우 한국으로 귀환을 시켜 보호하는 

것이 아닌, “양친의 본국에 대하여 적절한 타가정에의 입양 조치를 알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나아가 이 법은 1966년에 개정될 때까

지도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시행되었다. 즉, 고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책이나 양부모를 스크리닝하고, 기아나 미아의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책이 없이 해외입양 정책이 시행되었다. 「고

아입양특례법」이 개정된 것 역시 정부가 요보호아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

고, 입양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더 쉽고 많이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965년 3월 1일 열린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에

서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은 수정안에 대해 “입양업무의 철저를 기하고 

중간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법인이나 기타 보건사회부에서 인

                                            
64 김호수, “8장: 아이를 키우지 못한 엄마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생모들.” 캐슬린 자숙 

버퀴스트 외 편, 『한국의 해외입양: 초국가적 아동양육 실험과 분투하는 입양 서사 50년』. 
(서울: 뿌리의 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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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지 않은 단체가 한 두 군데 있어가지고 입양업자에 적지 않은 잡음이 

있어서”라고 밝힌다.65 그러나 이처럼 관리 업무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락

하거나 단속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고아 입양 사업이 실제로 사회

사업이고, 복지 사업이라면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해야 할 이유가 있냐

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건사회부의 해명은 다음과 같았다. 

 

보건사회부 차관(손정노): 현행법에 있어서는 어떤 단체가 이것을 취급해라 하

는 명문이 없었기 까닭에…정부의 하등의 지시를 받은 바 없이 임의로 외국에 

있는 양친을 보증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돈을 내게 해서 일부 소비했던 그러한 

일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손상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오정조): 지금 입양알선기관에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현행법에

는 없는 규정이올시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가 없는데서 

입양알선사업을 취급하면 그것이 말하자면 외국인들에게 신빙성을 잃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까 관리실장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과거에 한 두 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일하는데 차질을 가지고 온…말하자면 신빙성을 

잃었다. 말하자면 정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만이 이 입양알선사

무를 취급하는 것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아서 신념을 갖고 그 기관을 상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이 법규정으로는 없었

습니다.66 

 

즉, 입양 대상인 아동을 보호하거나, 아동복지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

해서 입양 기관을 허가, 감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지출하는 사업으로서 입양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법에서는 정부

가 승인하지 않은 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정부의 감독 하

에 두겠다는 것이다. 보건사회부 차관은 이에 대해 “부산에 어떤 고아원이…

외국에 있는 양부모 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상당히 시끄러운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 후에 못하게 해서 그것으로 그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 있어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맡은 단체만이 그런 

                                            
65 국회회의록(6대, 48회, 1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 3.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66 국회회의록(6대, 48회, 1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 3.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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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67 

이러한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했기 때문에, 보건사회부는 실제로 

아동복지와 직결된 문제들, 가령 고아가 아닌 아이를 고아로 위장해서 입양

을 보내는 일이나 양부모가 아동을 허위로 입양해서 아동학대나 아동착취에 

악용하는 일에 대해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인신

매매나 불법 입양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위원의 지적에 다음

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관우 위원: 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기관이 고아 아닌 사람을 입양시키기 

위해서 알선할 때가 있지 않았읍니까? 

전문위원(오정조): 이 법에는 안나와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역시 일반형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겠읍니다. 

신관우 위원: 어떤 형법의 제재를 받습니까? 

전문위원(오정조): 그러니까 고아 아닌 자를 고아로 해서 팔아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것입니다. 

신관우 위원: 무슨 인신매매가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입양 기관이 별도 

사업체를 가지고있다 말이에요 이 기관에 말하자면 나중에 입양을 시켜 주겠

다고 해가지고 사전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양되어가는데 그 동안에 

해결되는 동안에 자기 직장에다가 말하자면 공장에다가 취업을 시킨다 이것

이에요.…사회사업한다 해가지고 별짓 다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일반형법에 적용이 됩니까?…사기도 아니고 인신매매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건사회부장관령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든지 위반했을 경우 말하자면 무슨 벌칙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

니까? 

보건사회부 장관(오원선): …정부에서 볼 때에 일반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전부 개별적인 벌칙을 더 보충하기 전에는 그냥 이대로 놔두면 일반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68 

 

이처럼 인신매매를 우려하는 위원의 지적에 대해 보건사회부는 책임 소

                                            
67 국회회의록(6대, 48회, 5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 3. 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68 국회회의록(6대, 48회, 1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 3.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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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변명을 이유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였다.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는 별도의 책임 소관에 대한 조사마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보건사회부 차관(손정노): 그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양친이 신청을 했다고 

확인이 된다면 그 양부모가 원하는 아이를 맺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루어지는 양부모와 양자사이라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이 성장한 뒤에 여러가지 혹사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뒤에 이 사무를 전

진하고 있는 단체와 양친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한국 

정부와 미국군정사이에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비로소 이루어지기 까닭

에 그와 같은 사고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양자간 아이들이 10년 미만이

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컷다고 해도 15,6세 정도라고 보아지는데…그렇기 때

문에 김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큰 뒤에 양부모가 아이들 혹사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중략) 

김성길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몇사람씩 입양시켜 가지고 다

른 목적에 혹사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면 안된다 이것이에요. 

보건사회부 차관(손정노): 그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은 사전에 모든 여

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조사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고 그리고 대개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가 충분히 잘 되어있는 까닭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기우

하지 않겠고 또 오히려 사후에 잘있다고하는 편지 정도는 많이 받고 있는 실

정입니다. 

길전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하는 추측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단락하게 잘 있다는 것은 

사진에 잘 나옵니다 천시받고 있다는 것은 없고 또 없다고 보는데 국제결연

이다 해가지고 양아주머니들이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간 예가 있지 않아요? 

가가지고 천시받은 얘기는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가지고…여건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황색

종을 데려왔느니 뭐니 해가지고 해서 부부간에 사이는 좋지만 부득이 멀

리하는 예가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을 했다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

을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컸을 때에 반드시 잘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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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장만은 서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김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이 없을것이다 하고 말씀할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크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부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히 기대합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면 충분치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부 차관(손정노):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69 

 

이처럼 보건사회부는 허위입양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기타 기관으

로 책임을 넘기거나, 아직 문제가 없었고 대부분의 아동을 입양하는 미국에

서는 법이 엄격하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이에 대해 지적을 받자 앞으로 연구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미루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보건사회부 측은 해외

입양이 보내지는 아동을 보호할 방침이 별도 소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책임을 회

피할 목적으로 별도 소관에 대해서 언급했고 사실상 보호 체계에 대해서 제

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조 외에도 개정 법률에는 제7조(비 누설금지)가 신설되었다. 해당 법

률 또한 입양아 또는 입양 가족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입양을 원활하

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관리실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고아들의 성분

이 주로 일선지방에 있는 특히 UN군들이 많이 집결되어있는 지방의 소위 

양공주 이러한 자제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아이를 

기르는데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고 적지않은 잡음이 생겨서 이 비 누설조항

을 신설한 것입니다.”70 비  누설금지 조항은 UN군을 친부로 둔 혼혈아들

을 해외입양을 시킨 후 지장과 잡음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이는 혼

혈아의 친모가 입양을 반대하거나 입양을 보낸 후 되찾는 것 또는 해외로 

입양이 된 혼혈아들이 이후 친부모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해 한 번 해외로 보

낸 아동이 귀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다. 

이외에도 제3조 2항의 삭제 (“이유는 국가간에 강제성이 있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한국법에 대하여 규정할 것 같으면 상대국 국내법에 대하여 구

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4조 1항, 2항의 수정 (“입양수속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제7조의 삭제(“제 요건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해도 대한민국의 국내

                                            
69 국회회의록(6대, 48회, 5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 3. 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70 국회회의록(6대, 48회, 1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 3.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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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해서 상대국의 국내법으로 기속할 수 있는 법적 거시기가 없기 때문

에”)가 이루어졌다.71 

 

3. 사회복지의 다원화: 입양 수요와 입양 기관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유기하고 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담합을 

한 상황에서, 마땅히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는 해외 원조와 민간 

기관에 이양되었다.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이 가능하게 한 또다른 요소는 이

미 1955년부터 한국에서 치외법권과 같은 권한을 누리며 임의로 혼혈아 및 

한국 아동을 해외로 입양해 온 홀트(Harry Holt)와 같은 외국인들이 세운 

민간 기관들이었다. 입양 기관들은 정부와 국내 사회의 담합에 대해 해외입

양이라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입양 기관에 사회 복

지적 책임을 떠넘기고, 입양 기관은 입양 제도를 독식하는 이양의 관계를 

띄게 되었다. 

 

1) 해외입양 기관들의 설립 

 

「고아입양특례법」의 제정으로 1961년에 해외입양이 제도화되기 이전

부터 제정되기 이전부터 한국에서는 한국아동양호회(1954년 설립), 가톨릭

구제회(1955년), 안식교성육양자회(1955년), 홀트양자회(1956년), 국제사회

봉사회(1957년) 등의 해외입양 기관이 설립되어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전쟁

고아와 혼혈아를 입양 보내기 시작했다.72 이들 기관은 경쟁적으로 해외입양

을 보낼 수 있는 아동을 모집, 송출했다. 1961년의 「고아입양특례법」은 이

들에게 법적 근거를, 1966년의 개정은 이미 활동을 하던 기관들에 독점적 

권한을 제공해주었다. 

한국아동양호회(오늘날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에 고아 및 혼혈아동 

입양을 위해 보건사회부 산하로 설립되어, 1961년에 대한양연회로 개칭해 

                                            
71 국회회의록(6대, 48회, 1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 3.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72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入養의 實態 分析』 (서울: 韓國保健社會硏究院, 1993),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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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했다.73  한국아동양호회의 설립은 1954년 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승

만 대통령이 “혼혈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여차한 

외국인의 원망(願望)에 부응하도록 조치하라.”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양호회는 “운영경비를 외원기관에서 조달하는 등 정부의 예산지원”

을 받지는 않았다.74 

 국제사회봉사회(International Social Service, ISS)는 1차대전 직후 1924

년에 유럽 전쟁 난민들의 미국 이주를 위해 설립된 국제적 비정부단체로, 2

차대전 이후부터는 전쟁고아의 해외입양에 주력해왔다.75  국제사회봉사회는 

한국에 1957년에 지부를 설립해 해외입양을 추진했으나, 1967년에 대한양연

회로 업무를 인수하고 한국에서 철수했다. 

가톨릭구제회(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 NCWC)는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주관했으며, 1943년 8월에 미국에 설립된 사업단체로, 

“본래는 영혼의 구제를 위한 것이었으나 물질적인 구제사업을 겸하게 된 동

시에 이민에 관한 사업”을 추진했다. 가톨릭구제회 서울지부는 조지 캐롤

(George M. Carroll) 주교를 대표로 1946년 8월에 설립되어 한국에 양곡과 

원조를 제공하고 천주교 양부모를 상대로 한국 아동을 입양시켰다. 안식교

성육양자회(이후 안식교 성육원)는 안식교 선교사인 서울위생병원 설립자 

조지 루(George H. Rue)의 부인인 그레이스 루(Grace Rue)가 서울 상봉동

에 설립한 고아원이었다.  

그 어떤 기관보다 많은 수의 한국 아동을 입양 보낸 기관은 홀트양자회

(오늘날 홀트아동복지회)이다. 미국 오리건 주 출신의 독실한 침례교 신자인 

해리 홀트 부부가 1956년 2월에 재단법인 ‘홀트양자회’를 설립한 것으로 처

음 등장했다. 홀트 부부는 1955년 10월에 혼혈아 8명을 입양한 후, 한국 출

신 혼혈아 입양을 원하는 미국의 기독교 부부들의 간접 입양을 알선하고 

1956년 2월에 입양 기관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해외입양을 추진했다. 특히 

홀트양자회는 1955년부터 1972년 사이에만 1만 명의 아동을 입양 보냈는데, 

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입양 숫자가 총 17,202명으로, 전체 입양아동의 60% 

                                            
73 https://www.sws.or.kr/intro/history (검색일: 2018년 11월 27일) 
74 보건복지부, 2015, p. 154 
75 http://www.iss-ssi.org/index.php/en/home/history#1-iss-history-in-more-details (검색
일: 2018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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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입양 보낸 것이다.  

1966년 법 개정으로 해외입양은 등록된 단체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상

술한 다섯 기관이 해외입양을 전담하였다. 이후 1972년 7월에 한국 십자군

연맹이 입양사업(오늘날 동방아동복지회) 정부인가를 취득하였다. 한국 십자

군연맹은 반공 성격을 띠는 국제십자군연맹의 한국 지부로, 1971년 3월에 

외원단체로 등록되었다.76 이에 1970년대에는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가톨릭구

제회,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기독교양자회, 한국사회봉사회, 십자

군연맹의 6개 기관이, 1977년 들어서는 가톨릭구제회와 기독교양자회를 제

외한 4개 기관이 담당했다.77   

외원 단체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해외입양 기관의 설립과 성장은 해외

입양의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견인하였다. 특히 해리 홀트는 처음 8명의 

아이를 직접 입양함으로써 이러한 서구 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

는 각국의 난임 가족 등 입양을 하고자 하는 가족이나, 종교적 이유로 사랑

을 베풀 대상을 모색한 서양의 가족에 해외입양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

시해주었다. 특히 “대리 입양(proxy adoption)”의 형태의 해외입양은 홀트 

부부의 입양을 계기로 미국에서 해외입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자리하

게 되었다.78 홀트는 미국의 1953년 난민구호법이 한 가정당 2명의 아이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을 동시에 입양했다. 이를 위해 

월드비전을 통해 미국의 상원의원인 리처드 뉴버거(Richard Neuberger)을 

설득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79  

1956년 조선일보 기사는 홀트가 한 번에 혼혈아 5백 명을 입양시키기 

위해 내한한 것을 보도하며 “혼혈아 미국입양 사무를 보고 있는 한국아동 

양호회에서는 5백명을 한번에 보낼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약 8백명으

로 추산되는 혼혈아들의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들의 소

                                            
76 https://www.eastern.or.kr/introduce/history.asp (검색일 2018년 11월 27일) 
77 『동아일보』, 1976년 2월 5일, 『동아일보』, 1977년 7월 21일. 
78 https://pages.uoregon.edu/adoption/topics/internationaladoption.htm (검색일: 2018년 10
월 1일) 
79 재란 김, “15. 흩뿌려진 씨앗: 기독교가 한국인 입양에 미친 영향,” 토비아스 휘비네트 외, 

p. 290; Laura Briggs, Somebody’s Childre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2), p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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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를 파악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형편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한다.80 이

미 국제 사회에서는 국내에 소재가 파악된 전체 혼혈아의 수보다도 많은 수

의 아동에 대한 입양 수요가 있었고, 홀트양자회를 비롯한 해외입양 기관이 

도리어 한국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을 유도했다. 이로써 입양 기관과 국제 

사회, 한국의 국내사회, 그리고 입양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서로를 쌍방견인

하고, 이와 같은 수요공급관계가 다시 정책을 유도하는 입양 체제가 형성되

기 시작했다. 

 

2) 정부의 책임 이양과 기관의 독점적 권리 보장 
 

정부가 사회복지 책임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는 주로 해외 원

조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입양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제공을 

외부에 의존했고, 이를 제공해 준 기관들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치외법

권적인 권한을 제공해주었다. 가령 1966년의 법안 개정 과정에서 보건사회

부는 현재 승인된 입양 기관의 과점화를 염두로 개정을 진행하고자 했다. 

 

고창대 위원: 앞으로 양연단체를 갖다가 도대체 몇 개 정도를 양성할 것인가 

하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여기에 있어서 그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일수록 비용을 많이 얻기 위해서 양자 수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모양인

데 이것에 있어서 상당한 당국과의 부정이 있는 것이 사실인 모양인데…. 

보건사회부 장관(오원선):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다섯 군데

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충분히 공신력

이 있는 그런 시설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더 등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대한양연회가 있고 「홀트」씨 해외양자회 국제사회봉사회 천주교

구제위원회 성육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 때에 말

씀드렸읍니다마는 어떠한 개별적으로 수속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인가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여건을 갖춘 뒤에 공신력을 

갖도록 하고자 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이것을 인가하도록 하겠다 하

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점사업이 아닙니다.81 

                                            
80 『조선일보』, 1956년 3월 31일, 김재민, 2016에서 재인용. 
81 국회회의록(6대, 48회, 1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 3.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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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는 사전에 규정한 다섯 단체 이외에는 입양 기관을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개정법을 제시했다. 결국 1966년 「 고아입양특례

법」이 입양을 승인된 기관에서 전담하게 한 것을 바탕으로 입양 기관들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입양 기관은 해외입양 단체와 결합하여 국제적인 고아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입양을 제한하는 법률의 입법이나 시행을 제한하는 

권력으로 진화했다.  

사회복지의 대상을 ‘투명인간화’화고 복지를 외부에 맡긴 정부는 사회복

지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 받은 민간 기관들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윤

을 챙기거나 심지어 대상을 착취하는 것을 방관했다. 정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시되었다. 「고아입

양특례법」의 개정 과정에서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기관들의 이익

을 법률로써 보장해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해외입양을 외환 벌이 사

업으로 생각하며, 입양 기관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고자 한 논의과정의 내

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법률안에서는 삭제되었으나 보건사회

부가 1965년에 제출한 개정안의 원문은 “실비의 징수”를 두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설하고자 하였다.  

 

기획실장: 사실상 저희가 고아입양에 있어서 상대국에 대해서 개인당 백삼십

불 정도의 외환을 획득하는 동시에 국내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저희 고아들

을 외국에 보내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고아입양사업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실지로 외국에서 경비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제7조에 실비의 징수를 넣어서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중략) 

신형식 위원: 또 그것을 한편 생각해보면 외화획득도 되는데 그와 같은 나쁜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외화획득을 저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좋지 않습니다마는…사회사업 단체라든지 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단체 기타의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말

씀드리는 것입니다.82 

 

이처럼 정부는 해외입양을 기관이 외환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

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원들이 정부가 아이를 팔아넘기

                                            
82 국회회의록(6대, 48회, 1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 3.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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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체를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최종 개정 법

률안에서는 실비의 징수 내용이 삭제되었다. 

 

전문위원(오정조): …그때그때 상당한 실비를 대통령령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읍니다. 

고창대 위원: …실제로는 고아라는 것이 한국의 무의무탁한 아이 여기서는 

제대로 살아나가기 어려운 아이를 외국의 자선사업으로 흔히 실제는 

혼혈아의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것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하면…이것을 

국가가 법령으로 외국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이렇게 법률로써 정했대자 

우리의 법률이 그 사람들을 비재할 수 없읍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이것을 

입양 기관에 대해서 강요하는 듯 한 얘기인데 어딘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아를 갖다가 국제적으로 팔아먹는 듯 한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정한다…어딘가 자존심에도 석연치 않는 듯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규정을 아니하더라도 이것을 당사자간에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법이 거기까지 터치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이것은 국가의 위신에도 관계되는…(중략)…. 

전문위원(오정조): 이렇게 제한을 안 하면 현재 커미션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인이 부유층임을 기화(奇貨)로 해서 여기서 알선해주는 기관에서 실제 

경비는 이백불 밖에 안되는데 오백불 내라 천불 내라 이렇게 해서 중간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런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중략)…. 

보건사회부 차관(손정노): …여러 가지 층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고아의 

양친이 되는 사람 혹은 외국에서 이와 같은 다리를 놓아 주는 기관에 나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통제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가 나왔읍니다.…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 너희들 돈을 많이 받고 

있느냐 하고 질타를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와 같은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한국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단체를 

규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와 같은 안이 나온 것입니다. 

…(중략)…. 

신형식 위원: 이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행정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화되어 나가면 인상이 외국 사람이 볼 때에 한국 

양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돈 받아먹는다 이런 인상이 들것 같으니까 안 

넣어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창대 위원: …그러한 단체라는 것은 말하자면 봉사 기관이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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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기관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영리 행위로 하는 것은…얼마든지 행정조치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면 어딘가 국가 체면상 좋지 

않은 것 같읍니다.… 

위원장(정헌조): 삭제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지 않아요? 제7조를 삭제하고 그 

외에 제8조 이하 12조까지 있읍니다마는 한 조문 소급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고아에 대한 입양특례법중개정법률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83 

 

실비의 징수 조항을 법률에 넣고자 한 보건사회부 측의 노력에서 알 수 

있듯, 해외입양은 기관에게 큰 수익을 얻어줄 수 있는 수입원이었다.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1962년부터 위 논의가 이루어진 

1966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에만 공식적으로 2,103명의 아동이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아동 한 명 당 130달러를 받아왔다고 언급한 것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이는 27만 3,390달러에 달하고, 입양이 간소화된다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 보였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아이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것은 해외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러한 우려는 

‘법을 잘 만들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70년대의 국제 사회 논란에 대한 대응에서도 드러난다. 

 

3) 냉전기 국제 사회와 한국의 해외입양 
 

2차대전에 유럽으로, 1945년 이후 독일과 일본으로, 그리고 이후 한국

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로 파병된 미군들은 각 국가에서 적지 않은 수

의 아이를 낳았다. 미국인들은 미군 혼혈 사생들이 현지에서 받은 차별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이는 구원의 손길이나 종교적인 관심

을 불러왔다. 1945년 이후 루터른교, 가톨릭교, 재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들

은 해외 혼혈아 입양을 위한 단체들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입양은 

                                            
83 국회회의록(6대, 48회, 1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 3.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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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풂”과 “자기만족”을 동일시하는 행위였다. 84  해외입양은 서구 자유주의 

사회의 부모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이명호는 “특히 아시아계 아

동들의 미국 입양은 20세기 중후반에 일어난 근대 디아스포라의 일환으로서 

세계 제국으로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아시아 아이들은 근면하고, 친화력이 있고, 수동적이라서 백인 이

성애 핵가족 속으로 동화되기 쉽다는 인종 이데올로기”는 특히 아시아 아동

들의 미국 입양을 강력하게 불러왔고, 나아가 “국가 간, 인종 간 입양은 혈

연에 기초한 이성애 정상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난 인종 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대안적 길, 이른바 “다문화 유토피아의 상징”으로 추구되기도 했다.”는 

것이다.85 

해외입양은 냉전기 미국의 정치적 필요성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의 해외입양은 미국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이후 대다수가 미국으

로 송출되었다. <표 III-3> 미국에서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은 아이젠하워 대

통령이 1953년에 발효한 난민구호법(Refugee Relief Act)을 통해 법적 근거

가 마련되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법이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한 미

국의 우려에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수용해 이 법의 통과를 관철시켰다.86 

난민구호법은 ‘입양 가능한 고아’의 정의에 고아, 기아, 그리고 미아뿐만 아

니라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한부모의 자녀를 포함했다. 이 법은 1956년 12

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1961년까지 연장되어 해외입양이 지속하였다. 

 

                                            
84 https://pages.uoregon.edu/adoption/topics/internationaladoption.htm (검색일: 2018년 10
월 1일). 
85 이명호. “버려진 아이들의 귀환: 입양인 서사와 박정희 체제,” 『비교한국학』, 21권 1호 
(2013), p. 56. 
86 Kathryn M. Bocklet, “Historical Overview of Refugee Legislation,”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ial Regulation, Vol 21. No 1 (1995),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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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3> 전체 해외입양 및 미국 입양 아동 수 (1957-2015)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16) 

 

미국의 가정에는 한국의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냉전기에 공산주의의 확

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묘사되었다. 크리스티나 클라인은 이를 “냉전

기 오리엔탈리즘”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냉전 초반, 특히 

“1950년대에 미국의 가정들은 캘커타나 봄베이의 집 없는 아이들이나 일본

의 버려진 GI 베이비, 공산 동독의 난민 자녀, 한국의 전쟁고아들에 대한 입

양을 권장”받았다. 세계의 굶주린 아이들을 미국 부모의 양육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이들은 소련의 원자탄보다도 미국에 더 위험하다는 발상을 퍼트린 

것이다. 이에 “입양 부모의 사랑이라는 정치적 기풍은 미국 대중을 가족적 

규범 및 종교적 자선이라는 친 한 영역 속에서 지정학적 행위에 참여하도

록 함으로써 공산주의에 맞서는 공격적 전투에 동원”하고, “미국의 냉전의 

문화적 사명을 유럽의 제국주의 관행과 구별” 지었다.87 

 

4) 1960-70년대 국제 사회에서의 해외입양 수요 증가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된 입양 기관들은 국제 사회에 끝없는 입양 

가능 아동의 제공이라는 매력적인 요소–특히, 아이를 돌려내라고 찾아올 
                                            
87 Christina Klein,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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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한국 아동, 그리고 불쌍한 고아를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명분-을 해외에 심어주었다. 이는 국제 사회의 해외입양 

수요를 또 한 번, 그리고 지속해서 견인하였다.  

한국 출신 입양아에 대한 해외 수요는 특히 1960년대 미국의 입양제도 

변화와 접히 연동된다. 1960년대 초부터 미국 내에서 국내 입양은 친모뿐 

아니라 친부가 친자 반환 소송에서 승리한 판례가 생기고, 인종 간 입양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여 점점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종 간 입양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입양된 아동을 돌려달라는 친자소송 위험이 

거의 없으며, 나아가 입양을 통해 불쌍한 나라인 한국을 돕는다는 도덕적, 

종교적 만족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한국 아동의 입양은 매력적인 

해결책이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입양은 비  입양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나, 1960년대부터는 친모 및 친부 단체의 힘이 세지고 비  

입양과 공개입양 중 아동에게 제일 나은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미국 대법원은 1972년 Stanley v. Illinois 판례를 통해 

친부모가 아이를 부양하기 부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아동에 

대한 친부모의 관계를 중단할 수 없다고 선언했으며, 1982년에는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중절 될 수 있는 기준을 일반 민사 판례에 비해 높게 

잡음으로써(Santosky v Kramer) 친부모의 권리를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판례는 “양부모가 친부모보다 더 나은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을 허락하는” 행위를 방지했다. 이와 더불어 입양아의 

친모뿐만 아니라 미혼부에 대한 권리 또한 천명되었다. 1972년의 판례는 

아버지의 혼인 여부만으로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이전의 사고를 반박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판례를 통해 친부의 

권리를 강화했다. 88 

친부의 권리 증진과 함께 비  입양에 대한 비판은 공개 입양을 

의무화하라는 압력을 강화했다. 입양법 개정과 친부모 상봉의 어머니로 

불리는 진 페톤(Jean Paton)은 1954년 “오펀 보야지(Orphan Voyage)”를 

                                            
88 Alice Bussiere, “The Development of Adoption Law,” Adoption Quarterly, Vol. 1, No. 3 
(1998),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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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며 법안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플로렌스 피셔(Florence 

Fisher)는 1972년에 “알마 소사이어티(The ALMA(Adoptees Liberation 

Movement Association) Society)를 설립했으며, 엠마 메이 비랄디(Emma 

May Vilardi)는 1975년에 “국제 사운덱스 상봉 명부(International Soundex 

Reunion Registry, ISRR)”를, 리 캠벨(Lee Campbell)을 비롯한 친모들은 

1976년에 “친부모 당사자 연합(Concerned United Birthparents, CUB)”를 

설립하며 이러한 노력에 가세했다. 이러한 친부모 단체 설립 및 시민운동의 

증가는 입양 친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입양아들이 자신의 혈연 가족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양부모들 및 예비 

양부모들이 입양에 있어 예전과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됐음을 

의미했다. 

나아가 인종 간 입양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미국의 유색 인권 

연합들은 인종 간 입양은 유색인종 가족들을 규제하고 유색 사회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됐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사회 폭력으로 

규정했다. 가령 1972년 전미흑인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lack Social Workers)는 인종 간 입양을 “문화적 말살”로 규정하고, 미국 

흑인 아동을 백인 가정에 입양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89 

이와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 및 가족관의 변화로 서구 선진국에서 입양 

가능한 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한편, 입양을 통해 가족을 꾸리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강해졌다. 이에 대해 이명호는 김영미의 연구를 인용하며 

“1970년대 낙태법이 통과되면서 여성이 원치 않는 아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결혼제도 바깥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편부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점차 약화되자, 백인 아기의 수요가 많지 않게 된 것이 

초국가적 입양이 증대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하고, 나아가 “만혼으로 인한 

불임, 게이 혹은 레즈비언 가족같은 비정상적 가족 형태의 등장”을 입양 

수요를 발생시킨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지적한다.90 

해외입양은 해외 국가들이 어려워진 국내 입양을 대체할 수 있는 

                                            
89 Robert H. Bremner, Children and Youth in America: A Documentary History, Vol. 3, 

Parts 1-4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p. 777-780.  
90 이명호, 2013,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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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고 저렴한 해결책이었다. 1970년대부터 미국 내 해외입양은 

국내입양보다 더욱 큰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엘런 허멘(Ellen 

Herman)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가지 이유가 특히 두드러진다. 

해외입양아들은 대부분 아시아, 동유럽,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출신이다. 

이들은 미국인들이 미국사에서 가장 괴롭혀왔고, 고통을 준 단 하나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해외에서 입양해 온 아이들은 

흑인이 아니었다.”라고 서술한다. 91  이러한 이유 외에도 해외입양은 

“우편주문 아기(mail order baby)”라고 불리는 간단한 우편 

입양신청서비스와 저렴한 비용, 직접 가서 아동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간단한 검증 절차 등을 내세우며 아동을 원하는 미국인 부모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또한, 홀트 부부는 미국 내 다른 입양 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입양이 거절된 부모에 대해서도 입양을 허락하여 

해외입양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기도 했다. 

 

                                            
91 https://pages.uoregon.edu/adoption/topics/transracialadoption.htm (검색일: 2018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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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970년대 해외입양 정책 재논의와 

해외입양 체제의 발현 
 

 

1. 1970년대 해외입양 정책 재논의 
 

1) 1970-75년 북구92 입양 논란 

 

정부와 사회의 담합으로 형성되고, 입양 기관과 해외의 수요가 

연동되어 성장한 한국의 해외입양은 1970년대 초반에 변화를 겪게 된다. 

1970년대 초반,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형성되며 한국 

정부는 북유럽 일부 국가들에 대해 입양을 임시 중단하고 재개, 이후 

3개국에 대해 다시 중단하는 등 번복을 반복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재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가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한 북한의 악선전과 이와 별개로 

서구 국가들에서 입양이 논란이 된 것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오명을 해소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해외입양 아동은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입양되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북유럽의 중립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에 대한 입양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며 1966년에는 전체 

해외입양의 20%를 차지하고, 1973년에는 45%까지 그 비중이 늘어나 

미국으로 보내진 입양아의 비중과 맞먹을 정도였다. <표 IV-1>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 국가들에 대해 해외입양을 중단을 시도했다. 

1970년부터 74년까지 정부의 북구 해외입양 임시 중단 및 해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1970년 12월 1일, 1차 해외입양 중단이 

스웨덴을 포함한 인접 중립 6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에 대해 시행되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기록은 사유를 “북한 및 

좌익 단체의 역선전으로 국위 선양에 저해된다는 중앙정보부 

공보(스웨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어 1971년 3월 1일 해외입양 중단 

                                            
92 1차 해외입양 중단의 대상 국가 중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는 북유

럽이 아니지만 당시 외교부 문건의 표기에 따라 ‘북구’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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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해제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가. 국제적 여론 비등: 양부모들의 

중단 해제 진정, 대상국 입양 기관의 요청, 외교 문제화, 나. 해외 주재 

한국대사의 요청 (북한 역선전 예방 보장), 다. 시설 정비에 따른 기아 처리 

문제 대두”라고 밝히고 있다.93 

 

<표 IV-1> 전체 해외입양 및 진영 별 해외입양 추이 (1957-1980)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16) 

 

입양 중단을 해제한 이후에도 북한의 선전이 지속되어 외무부는 

1974년 6월에 “북한노동당 대표단이 (주재국) 방문시 고아가정에 침투를 

기도”했다고 보고했다.94 결국 “북괴의 역선전에 따른 순회대사의 입양 중단 

건의”를 이유로 1974년 11월 20일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 대한 

입양이 재차 중단되었다. 1974년 12월 20일 보건사회부는 “이미 양부모와 

                                            
93 보건사회부 아동과장, “해외입양 사업 현황,” 1975년 8월 8일, 외교통상부, “외교문서 

2011-61/84(1981) [전자자료].” (서울: 외교통상부, 2012) 
94 주벨지움 대사관, “전보”, 1974년 4월 9일, 외교통상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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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된 아동(543명)에 대하여는 입양을 허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양부모가 

직접 내한하여 입양수속을 할 경우에만 허가”하며. “장래에 입양을 희망하는 

국가의 여론이 이를 환영하고, 그 정부가 입양을 정식으로 요청할시는 

종전대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공지하였다. 95  그러나 이후에도 국내외로 

입양중단 조치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었다. 

우선 스웨덴 및 덴마크 대사가 한국 보건사회부 장관을 각 2차례 

면담하여 “장관은 입양중단 경위 설명, 신문기자 파견 제의”를, 대사는 

입양재개를 요청하였다. 또한, 스웨덴(1974. 12. 18 및 1회 독촉), 덴마크 

(1975. 1. 27 및 3회 독촉), 노르웨이(1975. 3. 6 및 2회 독촉) 정부는 

외무부를 통해 입양재개 요청 문서를 전달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현지 

여론에 대해 “(1) 현지 신문 방송이 입양 문제를 크게 보도하고, (2) 

현지인들은 입양문제를 외교, 경제 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취급, (3) 

공산계열의 신문들은 입양중단 문제를 악선전 (다음 UN 총회에서 한국표를 

흥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 (4) 입양중단 해제 진정”라고 정리하고, 총 

진정수가 1350건 (대통령 각하와 국무총리 영부인 앞 진정 56건 포함), 

관계 인사 내한이 18명이라고 기록했다. 북유럽 3개 국가에 대해서만 

해외입양을 중단하는 것은 도리어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왔다고 파악한 

것이다.96 

 정부는 여론을 환기하고, 해당 국가의 입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인을 두 차례 파견하였다. 첫 파견은 1975년 4월 11일에서 24일까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로 북구 3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일보 및 문화일보 

차장 및 부장급 3명이 참여했으며, 2차 파견은 홀트양자회 주선으로 1975년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방문에 서울신문과 The Korea Times가 참여했다. 기자단은 한국 아동 

입양이 긍정적인 이유 및 문제점을 보고하고, 종합적 의견으로 “1) 입양을 

계속하되 수적으로 감소, 2) 10세이상 아동의 해외입양 지양, 3) 1회에 소수 

인원 송출”을 제출하였다. 특히 문제점으로서 “한국 재외공관 직원들은 

북괴의 역선전으로 외교상 애로가 많다고 입양의 감소 또는 중지 

                                            
95 보건사회부, “북구 3개국에 대한 해외입양,” 1974년 12월 23일, 외교통상부, 2012. 
96 보건사회부 아동과장, “해외입양 사업 현황,” 1975년 8월 8일, 외교통상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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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망”했음을 언급하고, 기존의 해외입양 방식은 “주재국 국민들이 고아가 

많고 못사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음, 불우한 아동 사진을 신문에 

게재함은 한국 발전상을 역선전하는 결과 초래”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해외 공관 주재원들은 입양에 대한 역선전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7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정부는 입양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정리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외입양 중단을 해제하되 소수 인원을 검증된 가정 및 

기관에 보내고 입양아 및 가족에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정리한 입양 중단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네 가지로, “가) 

국제적인 친선 관계를 해칠 우려, 나) 입양이 허용되는 다른 나라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평, 다) 국제적인 여론 비등 (양부모들의 중단 

해제 진정, 대상국 입양 기관의 요청, 외교문제 (외교 사절들의 항의), 라) 

기아 처리 문제 곤란”을 꼽았다. 98  즉, 입양을 일부 중단함으로써 겪을 

외교적 문제들과 기아를 한국에서 방출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곤란함을 

이유로 북한의 악선전을 회피하면서 입양을 재개할 방법을 찾고자 했다. 

논의의 결과로 정부는 1975년도 입양알선 기관 사업지침을 통해 “해외입양 

알선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국내입양 및 위탁 보호 사업을 담당한다. 

해외입양은 목표 인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외입양 알선 기관은 

신규로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해외입양 일방향이었던 

이전의 제도를 국내입양과 동시에 진행하여 논란을 피하고자 했다.99 

정부는 해외입양 정책 재논의를 지속하며 입양 중단을 하고자 하는 

동시에, 이러한 중단 조치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임을 또한 지속해서 

표출하기도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북유럽에 대한 해외입양 

중단은 1976년 「입양특례법」 도입되면서 중단되었다. 

 

2) 1976년 「고아입양특례법」 폐지와 「입양특례법」의 제정 

 

북유럽 입양 논란 직후 1975년 2월 연두지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97 보건사회부 아동과장, “해외입양 사업 현황,” 1975년 8월 8일, 외교통상부, 2012. 
98 보건사회부 아동과장, “해외입양 사업 현황,” 1975년 8월 8일, 외교통상부, 2012. 
99 “1975년도 입양알선 기관 사업지침,” 외교통상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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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에 “고아의 국내입양 권장”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가. 이제 우리도 국력이 확장되어 고아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으므로, 한국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허위선전 

구실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해외집단입양방법을 지양하고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되, 

나. 국내입양의 경우에도 고아를 직접 데려다 키우라면 꺼려할 사람이 

많을테니 고아원에 놔두고 양육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명절이나 주말 

등에 양자를 집으로 부르거나 고아원으로 방문하는 식의 방법이라면 

희망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한편, 해외에 기 입양되어 나간 한국출신 고아들도 이제 많이 

장성했을테니 그들이 모국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그곳에 살더라도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매년 모범적인 몇 사람을 

선정하여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다.100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해외에 집단으로 입양시키는 것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착실한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입양해가는 것은 

좋지만 대량으로 입양시킬 때에는 북괴의 악선전 등이 있을 것으로 

해외입양은 신중을” 기하도록 강조했다.101  

이에 따라 1976년에는 1961년에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이 

폐지되고, 정부의 의안 제출로 「입양특례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102 

「고아입양특례법」과 새로 제정된 「입양특례법」의 차이는 그 제정 

이유에서 볼 수 있듯, 해외입양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민법 상의 이유로 

불가능했던 국내입양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입양특례법」은 해외입양의 문제점을 보완할 뿐,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법은 아니었다. 

정부는 1976년 7월 「입양특례법」 의안을 제출하고, 이 의안은 12월 

3일 보건사회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상정, 12월 10일 수정 가결을 

거친 후 1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정부는 「입양특례법」 

                                            
100 “대통령 각하 연두지시 사항 (보사부),” 외교통상부, 2012. 
101 『동아일보』, 1975년 2월 17일. 
102 「입양특례법」은 법률 제2977호로, 197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77년 1월 31일 시행
되었다. 「입양특례법」 전문은 <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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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유를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자로 된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현행 「고아입양특례법」에 의한 국외입양의 추진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를 이 법에 흡수·규정함으로써 당해 불우아동의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103 

제1조인 법의 목적 또한 “이 법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두어, 「고아입양특례법」이 그 

목적에서부터 외국으로의 입양을 간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던 것과 

달리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입양도 염두로 했음을 드러냈다. 나아가 

2조(양자될 자격), 3조(양친될 자격), 4조(입양의 동의)에서는 해외입양과 

동시에 국내입양이 가능하도록 법이 수정되었다.  

또한, 제5조(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는 입양아의 친부모가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혹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는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친부모의 권리를 제한하였다. 이마저도 정부의 원안에서는 

입양취소청구 기간을 6개월로 제시한 것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1년으로 

연장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104 

나아가 비  입양을 규정하는 제 11조 (양친의 가정조사와 

비 유지)에는 2항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위하여 입양될 자의 성명, 

사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전의 

「고아입양특례법」이 입양아동의 친부모를 물색하기 위해 신문에 2차례 

이상 기고할 것을 명시한 것과는 반대로 일선의 이유로 미아 또는 기아가 

된 입양 대상 아동을 친부모나 친지가 입양이 진행되기 전에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의 이유는 국내입양이 미비한 

원인이라고 생각된 “친부모가 나타날 가능성” 등을 방지함으로써 

                                            
103 의안, “[090541] 입양특례법안(정부),” 의안정보시스템. 
104 국회회의록(9대, 96회, 17차 법제사법위원회, 1976. 12. 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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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외입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었으며, 친부모나 친자가 입양 절차를 취소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105 

「입양특례법」의 제정과 더불어 1977년 3월 18일에 제정된 

「입양특례법시행령」은 이전의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논의 당시 논란이 

되었던 입양 기관의 수수료 수취 부분을 명문화하여 제8조(비용보상) 

항목으로 “입양알선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친될 

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양친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를 추가함으로써 입양알선기관의 이익을 

보장하였다. 

 

2. 재논의의 배경: 해외입양 관련 국제 사회 여론의 변화 
 

해외, 특히 미국의 해외입양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이는 2차대전 ‘킨더 

트랜스포트(Kindertransport)’로 시작해 한국전쟁 이후 GI 베이비(GI Babies)

에 대한 구출과 포용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106 해외입양은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을 토대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숭고한 행위이자, 아

이가 없는 미국 부부에게 핵가족의 규범을 다할 기회였다. 한국에서도 마찬

가지로 국제 사회에서 해외입양은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하기 어렵거나, 가

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다른 나라에서 더 부유하고 나은 환경에서 

자랄 기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에는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규범과 국제 여론이 형성되

어 입양을 긍정적인 것으로만 보았던 기존의 담론에 균열이 생겼다. 이제 

해외입양은 아동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 학대, 혹은 아동을 상품으로 거래하

는 인신매매 행위이거나 상대 국가의 친모의 권리를 무시하는 문화적 말살

의 행위라는 비판이 제시되고, 유포되었다. 새로운 인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는데, 미국 내 입양에 대해 친부모의 권리와 원주민, 흑인 아동의 백

                                            
105 『경향신문』, 1973년 5월 25일. 
106 Shelly Orr, “Human Traffiking Through International Adoptions” (2018), Global Honors 
Theses,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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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족 입양에 대한 인종 말살 논란이 불거진 것, 베트남전과 ‘베이비리프

트 작전(Operation Babylift)’으로 해외입양에 관심이 집중되는 동시에 논란

이 발생한 것, 그리고 입양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해외입양이 수백만 달

러 규모의 산업으로 대두되며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 언

론의 집중을 받은 것이 주요 이유로 볼 수 있다. 또한, 2차대전 전후로 발생

한 고아들이 성인이 되어 부적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입양

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시작한 데에서도 일부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1) 미국의 입양 담론 변화: 친부모 권리와 인종 간 입양 논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인종 간 입양 논란은 1972년을 기점으로 

심화되었다. 1972년에 전미흑인사회복지사협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백인 

양부모의 흑인 아동 입양에 반대하며 인종 간 입양은 “부자연스러우며,” 

“인공적이고,” “불필요하며” 흑인 미국인들이 “축생의 위치에” 놓여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흑인 아동은 흑인 부모 아래에서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심지어는 흑인 가족에서의 임시 보호를 받거나 

기관에서 자라는 것이 백인 가족과 사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논란을 바탕으로 1968년에는 인종 간 입양에 유리하게 

수정되었던 “미국 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의 입양 

기준은 1973년에 입양에 있어서 같은 인종 가족에 아동이 배치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명시하게 되었다.107  인종 간 입양 논란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국내 입양에 관한 것이었지만 논란이 불거지며 해외입양에 대한 시선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2) 베트남 전쟁: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과 논란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이어져, 한국전쟁 이후 미국 및 

서구 사회에 전쟁고아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미디어 

                                            
107 https://pages.uoregon.edu/adoption/topics/transracialadoption.htm (검색일: 2018년 10

월 1일); Alice Bussiere, “The Development of Adoption Law,” Adoption Quarterly, Vol. 1, 
No. 3 (1998),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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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종군 기자들의 활동 덕분에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처음으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다. 108  특히 포드 대통령은 1975년 4월 

3일에 미군 MAC(Military Airloft Command)와 C-5A Galaxy, C-141 

수송기를 통해 사이공의 고아들을 대규모로 수송, 입양하는 베이비리프트 

작전을 발표함으로써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홀트양자회와 

국제사회봉사회, 그리고 펄벅 재단 등이 이 작전에 참여했다. 이에 4월 

4일부터 약 2주간 미국 수송기들은 2000명 이상의 베트남 아동을 미국으로 

수송했다.  

그러나 베이비리프트 작전은 해외입양에 대한 논란의 구심점이 되었다. 

특히 작전의 첫날, 첫 수송기인 C-5A 수송기가 추락하며 승객 328명 중 

아동 78명과 동승한 성인 46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이유로 

베트남 아동의 미국 입양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4월 4일에 미국 내 

종교 및 윤리 교수 6명이 “월남 고아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행위의 

비도덕성에 대한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하며 논란의 불씨를 피웠다. 

성명서에서 6명의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베이비리프트 작전이 

비도덕적이라며 베트남 아이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베트남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이 아동들 중 다수는 고아가 아니며, 이들의 부모나 친척이 이들과 

떨어졌지만 아직 베트남에 생존해 있을 수 있다. 

2. 타우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이 아동들은 이미 자유월남 또는 자유 

월남군이 지배하고 있는 월맹 지역에 있으므로 보호와 복지를 받을 것이다. 

3. 이 아동들은 베트남에서 베트남인들과 자라는 것이 미국에서 백인들과 

자라는 것보다 행복할 것이다. 

4. 이 아이들을 데려오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에 아이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 

베트남 전쟁은 도덕적인 문제이며, 전쟁을 끝내는 방법도 도덕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이들을 도울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식의 태도는 

그동안 베트남에서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개입해 온 것과 같은 태도이다.109 

                                            
108 Orr, 2018. 
109 Statement on the Immorality of Bringing South Vietnamese Orphans to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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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베트남 아동의 대규모 수송은 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며, 친부모가 살아있을 지도 모르는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데려왔다는 점에 대해서 베이비리프트 작전은 여론의 포화를 

받았다. 이에 4월 2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에 미국에 수송된 

베트남 아동들의 대리로 집단소송이 제소되었다. 베트남 출신 간호사인 

므이 맥코넬(Muoi McConnell)은 “베이비리프트 작전으로 미국에 도착한 

베트남 아동 중 다수는 고아가 아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베트남에 부모와 친척이 없거나 사망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입양 절차를 가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베트남 아이들을 모국의 문화에서 분리하고, 공산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입양을 원하는 미국인들을 만족시키고, 

월남 정부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후원을 이어가기 위해 의회에서 동정심을 

사기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대부분 사실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음을 시사한다.110  

이러한 비판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대와 결합해 더욱 

불거졌다. 특히,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선 뉴욕타임즈 기자 

글로리아 에머슨(Gloria Emerson)은 1975년 4월 26일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베이비리프트 작전을 비난했다. 

 

베이비리프트 작전은 ‘카니발’이 되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중산층 백인 

여성들이 검은 눈을 가진 아이들을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이름은 필리스나 웬디, 데이비드가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오고자 하는 민간 기관들에 

군용기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기관인 AID는 이것이 “끝이 없을 것(open-

ended)”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거의 2,000명의 아이-이들 중 몇몇은 

실제로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아라고 부르지 않겠음-은 전쟁 

포로들이 1973년에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느꼈던 감정 중 일부를 

불러일으켰다…불과 2년 후인 지금,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축하며 드디어 

                                                                                                               
April 4, 1975/ Source: Statement on the Immorality of Bringing South Vietnamese Orphans 
to the United States, April 4, 1975, Viola W. Bernard Papers, Box 62, Folder 8,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Augustus C. Long Library, Columbia University. 
110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AIDOBR.htm (검색일: 2018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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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자 

한다. 이 흥분되고 복음적인 현장에서 거의 잊히는데, 바로 이 나라가 수많은 

베트남인을 고아로 만들고, 마을을 파괴하고, 베트남인 아버지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나라라는 점이다…. 

…243명의 어린이와 43명의 성인을 태운 미국 C-5A 수송기가 추락한 날, 

남베트남 육군 중위가 생각을 전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기념품으로 도자기로 된 코끼리나 고아들을 데려가는 걸 보니 좋네요.”라고 

말했다. “오늘 그 중 몇 개가 부서진 것은 안 됐지만,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았으니 괜찮아요.”라고. 111 

 

에머슨을 비롯한 저명인사들의 비판은 미국 내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해외입양에 대한 자성적인 시선이 발생한 계기가 된 것과 별개로, 

베트남 전쟁과 베이비리프트 작전은 세계의 아동복지, 고아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의 

아동복지 시설들에 대한 후원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즉, 이전보다 한국 

출신 고아들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줄어들어, 해외입양 수요가 

줄어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3) 해외입양에 대한 논란: 고아의 상품화, 인신매매, 불법 입양 
 

해외입양은 송출국의 입양 기관과 공무원들, 수용국의 복지기관과 

부모들 간 수백만 달러가 거래되는 산업이 되었다. 이에 입양 기관 간 

경쟁이 심화하고, 더 많은 아동을 더 빨리 입양하기 위해 입양아의 

상품화와 인신매매, 불법 입양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베트남전 종전을 전후로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며 국제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해외입양의 비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집중되었는데. 해외입양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나 착취, 적응 

문제 등에 집중해 아동 복지적 관점에서 해외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비판, 입양 기관 등이 고아가 아닌 아동을 불법 

                                            
111 Gloria Emerson, “Operation Babylift,” The New Republic, April 26, 1975, p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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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거나 서류를 위조해서 입양하며 발생하는 친부모의 권리 침해나 

불법적인 입양 행태 비판, 마지막으로 대규모 입양이나 높은 입양 비용, 

아기 경매 등 입양의 상업화와 아동의 상품화에 대한 논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아동 복지적 관점은, 입양아들이 양부모 밑에서 착취,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한국에서는 

특히 1972년 9월에 뉴욕의 한 주부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한국 태생의 

양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해외입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12  나아가 베이비리프트 작전의 초반에 수송기 추락으로 80여 

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1975년에 덴마크 알보그 

시에서 10여 명의 베트남, 한국, 독일 출신 고아를 입양한 의사 부부의 아동 

중 3명이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고, 나머지 입양아들도 비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내외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한편, 미국 아동 국장이 외국에 입양된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학대, 방관 등의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불법 입양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친부모의 권리 측면에서도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발생했다. 이는 해외입양에 대한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끼쳤다. 기관들의 입양 경쟁이 심해지자 기아나 심지어 

미아를 해외로 입양을 보내거나 아동을 납치해 입양 기관에 팔아넘기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1970년에는 빚에 몰린 부모가 집주인에게 잠시 맡긴 세 

자매가 대한양연회에 의해 고아로 둔갑해 새 호적을 부여받고 스웨덴에 

입양이 된 사건이 발생해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이 “세 자매 구출 운동”을 

펼쳐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113  1974년 12월에는 한국에서 유괴된 이영임 

양이 캐나다로 입양이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114  또한 1977년에는 한국 출신 아동 104명이 거액을 받은 이민 

브로커가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오키나와의 미군에 입양됐다는 사실이 

                                            
112 『경향신문』 1972년 9월 20일. 
113 『동아일보』 1970년 3월 17일.  
114 『동아일보』 197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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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며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다. 115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며 해외입양 

규제의 미비성과 기관 입양 규제의 부족에 대해 비판이 가해졌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들어 입양 기관들의 상업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형성되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1971년 5월에 헬렌 러(Helen 

Miller)가 “한국출신의 국제아” 보고를 통해 한국의 고아 사업은 돈과 외원

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기사는 “그동안 해외양연건수는 12,000건으로 이는 전체 혼혈고아 수에 비

하면 퍽 낮은 수준이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혼

혈아보다는 순한국인의 피를 가진 고아들이 더 많이 해외로 나갔다고 한다.”

라며 “ 러 양은 그러나 이같은 해외양연에 비해 국내양연은 거의 전멸상태

여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라고 전달한다.116 이와 더불어 

1974년 4월에는 미국에서 미혼모들이 임신한 아기를 출산도 전에 경매에 

부치는 등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비판이 가해졌다. 상업화 논란은 1976년 

3월 30일 영국 BBC에서 해외입양에 비판적인 시선을 취한 다큐멘터리가 방

영되면서 특히 공론화가 되고, 한국에도 이러한 여론이 전해져 자성의 목소

리가 높아졌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1950년대부터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최대 입양 송출국인 한국에 집중되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의 해

외입양을 전면으로 비난하고 나서며 한국은 부정적인 시선의 포화를 받았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국제 여론은 언론을 통해 한국에도 전해지며 국내에

서도 해외입양 또는 이를 둘러싼 논란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

했다.117  일례로 송요인 교수는 1968년에 다음과 같은 기고를 통해 한국의 

해외입양 중단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 특히 고아들을 도우며,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명성을 얻

는 단체들이 있다. 어떤 단체들은 스스로의 이익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미국 잡지들에 고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부를 호소하는 광고를 

                                            
115 『동아일보』 1977년 4월 5일.   
116 『동아일보』 1971년 5월 17일. 
117 『동아일보』 1972년 9월 5일; 『동아일보』 1977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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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은 대게 이러한 단체들 중 하나이다…미국의 경제적 발전과 베트남의 

파병 때문에, 그런 광고들은 현재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호의적인 이미

지에 어울리지 않는 문구를 첨가한다. 

이제 이 나라가 거지 근성을 버릴 때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식의 구걸 행위

를 중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한국에 있는 위와 

같은 단체들은 정부의 요청으로 단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한국은 어른

이 되었다. 고아들을 돌보는 데에 있어서 외국 자선단체들의 도움 없이도 스

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118 

 

해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1975년부터 입양 통계를 기 로 처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 정

부가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재논의의 결과: 해외입양과 입양체제의 지속 
 

1) 근대화와 사회권적 관점의 변화와 지속 

 

주지할 점은, 1970년대 초반에 한국의 해외입양이 언론의 포화를 맞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고 비판이 심했던 6개 국가에 대해서는 

입양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된 「입양특례법」은 여전히 해외입양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제 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사회복지적 시각이 대두된 것은 입양 체제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였고, 한국 사회 또한 외신의 보도를 통해 해외입양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입양 정책은 

해외입양만을 위주로 하던 것에서 변화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내입양 

또한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사회복지, 즉 국내입양 증가에 대한 

책임을 입양 기관에 전가하는 사회복지 책임 이양 정책을 계속했다. 

                                            
118 Yoin Song, “Mendicant Mentality,” The Korean Herald, Jan 23, 1968. 제인 정 트렌카 
“백만 명의 살아 있는 유령들” 5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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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입양은 1976년 6,597명에서 1977년 6,159명, 1978년 

5,917명, 1979년 4,148명으로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내 

해외입양은 급증해 1986년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8,837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기에 이른다. 나아가 박정희 정부가 세운 해외입양 중단 5개년 

계획은 이내 폐지되었다. 1970년대에 여러 차례 시도된 해외입양 제한 

정책들은 결국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 실현의 한계는 정부가 

추진했던 다른 인구정책들, 가령 해외 이민 추진 정책이나 인구 제한 

정책들이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추이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정부의 태도가 있다. 근대적 국가에 걸맞은 

인구와 가족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구상은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1970년대에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이어졌고, 해외입양 정책의 변화 

유인들은 이러한 근대화 구상의 한계를 넘을 수 없었다. 

1970년대에 고아와 같은 사회복지 대상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 사회

나 한국 국민들에 보여짐으로써 유신 정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국의 성장과 실력을 드러내는 사회복지적 선전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입

양아들을 여전히 남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적 프로파간다의 대상으

로 삼는 근본적 변화의 부재는 베트남 공화국의 입양 금지 요구와 대조된다. 

베트남 공화국은 베트남의 고아들을 베트남인으로서 키우기 위해 1969년에 

“전쟁고아를 국외로 데리고 나가지 말 것을 요구” 하였다.119 마찬가지로 북

한은 고아와 기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체사상에 따른 국내입양을 추진했다. 

두 경우 모두 고아나 기아에 대한 보호와 양육이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반면 한국은 고아를 문제로 규정하고, 이들을 해외로 

배출하는 것을 정당한 해결책이라고 여김으로써 위 두 국가가 가진 가정-즉 

고아를 잘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실패라는 가정-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정부의 이러한 생각은 1970년대에도 변하지 않았다. 

즉, 한국 정부에게 있어 입양을 보내는 것은 국제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

는 불편한 정책이라는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를 피하거나 한국의 성장과 근

대화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외입양을 제한하고 국내입양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외입양 자체가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은 여전히 아니었다. 

                                            
119 『경향신문』 1969년 3월 26일. 



  

67 

2) 정부의 사회복지 책임 이양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는 요보호아동 보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해외의 비판을 피하고자 입양 정책을 재논의하고자 했다. 경제 발전을 

우선순위로 둔 박정희 정부에게 있어 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려나 있었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국가의 

거시적인 목표가 우선시되었다. 정부는 국내입양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안이 

아동복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대안으로 추진했다. 해외입양 중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해외입양 쿼터제나 해외입양 기관의 국내입양 

의무화 등을 통해 정책 선회에 대한 책임을 입양 기관에 떠넘기고자 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9일에 주덴마크 대사관은 “한국 고아입양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 해외입양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1) 한국 고아의 대대적 입양으로 한국은 가난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나라라는 좋지 못한 인식을 주재국 국민들이 갖게 되며, 또한 

상업적 거래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2) 현재 입양가정이 이들을 한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 시키고 덴마크 

인으로써 양육 시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직접, 간접으로 

한국과의 접촉을 의식적으로 피하게 하고 있음으로 이들을 친한 세력으로 

육성한다는 데도 문제점이 있음. 

(3) 또한 덴마크 정부의 두 개의 한국 승인이라는 대한반도 정책과 특히 

좌경화 경향의 사회적 풍토로 보아 이들 입양가정이 친한세력으로 육성 

활용된다는 전망도 희박하며 또한 입양고아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음을 고려할 때 성장 후 이들을 친한세력으로 육성한다는 데도 

문제점이 있음.120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한 외교부의 접근 방식은 해외입양이 한국에 

대한 국제 여론을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입양아 및 입양 가족을 친한 

세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로만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0 주덴마크 대사관, “한국 고아입양 현황과 문제점,” 1974년 11월 9일, 외교통상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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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이 입양아의 성장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덴마크 정부의 두 개의 한국 승인이라는 대한반도 정책”을 

지적한 것을 보면 데탕트 시기 한국과 북한의 외교 범위 확장이 입양에 

대한 담론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양을 중단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정부는 “일부 비판적인 여론을 이유로 북구제국에 

대한 고아 입양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잘 검토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명함으로써 아동복지에 관한 판단보다도 국제적 여론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노르웨이 대사는 “고아 입양 문제에 관한 의견” 서신을 통해 

해외입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 나라 신문기자, 지식인,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사들 중에서도 

한국 고아가 많이 입양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중에는 한국은 고아들까지 수출하느냐고 비꼬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월남이나 다른 나라 고아들은 구하기 힘드는데 유독 한국고아만이 

구하기 쉬운데서 숫자가 많아진 탓으로 생각됩니다…현재 구라파에는 북구 

4개국에만 북괴대사관이 설치되어 있고 구라파 침투기지로서 활발한 공작 및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만 그들은 한국이 고아 양육 능력도 없어 

어린아이들까지 팔아먹는다고 악선전 하고 있읍니다…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국 고아를 볼 때 한국의 빈곤상을 연상하게 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읍니다. 또, 한국 실정을 모르는 양부모들이 

고아들에게 빈곤한 한국에서 놀웨이로 와서 행복하다는 점을 강조할 때 이 

아이들이 큰 후의 한국관이 어떻게 될것인지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구와 같은 적은 나라에의 많은 고아입양은 우리 정부의 홍보 

정책에 전적으로 역행한다고도 볼 수 있겠읍니다. (강조는 인용자)121 

 

역시나 북한의 북유럽 접근에 대한 경계와 한국에 대한 북유럽 국가들의 

여론과 홍보 정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1975년 보건사회부 연두지시의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121 주노르웨이 대사, “고아 입양 문제에 관한 의견,” 외교통상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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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을 제한하고자 한 것은 “국력이 확장되어 고아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해외입양 자체가 아니라 

“해외집단입양방법”은 “한국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허위선전 구실을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해외입양으로 인한 

아동의 복지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신장한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외에서 성공한 

모범적인 입양아들을 한국에 다시 초청하도록 한 점에서도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입양을 추진하고자 해외입양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해외 집단입양이라는 한국이 비판을 받을 요소를 없애기 

위해 국내입양이라는 대안을 지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내입양 정책이 

실제로 국내에서 아동을 입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고아원에서 양육하고, 희망하는 자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명절이나 주말 

등에만 함께 놀아주는 식의 기관 위탁을 뜻한 것도 이러한 논리에서다. 

요보호아동을 국내 사회의 일원, 가족의 일원으로서 재구성하거나 

편입시키지 않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마저도 국내 인프라의 부재와 

국민의식의 한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표 IV-2> 

 

<표 IV-2> 국내외 입양 추이 (1955-2017) 

 
출처: 언론 보도, 통계청 (2018),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1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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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제의 발현: 입양 기관과 국제 사회 입양 수요 
 

해외입양 체제의 변화를 요구한 유일한 요소인 입양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부정적 여론 형성 또한 해외입양을 요구하는 더욱 큰 관성인 입양 

가능한 아동을 원하는 예비 양부모의 수요에 비하면 미미했다. 한국 정부는 

1971년에 북한의 입양 비난을 인지해 유럽 6개 국가에 대해 입양을 

중단하였을 때 수백 통의 항의 편지와 유럽 외교관들의 직접적인 재개 

요청를 받았고, 이 현상은 1974년에도 반복되었다. 즉, 당시 정부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변화도 고려해야 하긴 했지만 입양의 지속을 원하는 

관성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1970년대에는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책임과 권한을 이양받은 입양 

기관들이 이미 정부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가령 1974년 

북유럽 3개국에 대한 해외입양 중단이 다시 가해졌을 때 주노르웨이 대사는 

한국 외무부에 “최근 주재국에도 일부 보도된 바 있는 정부의 북구제국에 

대한 고아입양제한방침에 관하여 서울 소재 홀트양자회가 당지 

입양관계자에게 전화로 통보한 바에 의하면 아국정부의 방침이 수시로 

변하므로 동 제한 조치가 곧 철회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였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전보를 전했다.122  해외입양 기관이 나서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상하고, 분석하고, 해외의 관계자에게 전할 정도로 

해외입양 기관의 역할이 커져 있었다.  

1970년대에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 및 전반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해 한국의 입양 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쳤으나, 한국의 

아동을 필요로 하는 국제 사회의 수요 또한 여전히 존재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입양 기관들과 국제 사회의 상호 보강적인 수요공급 관계 또한 

유지되었다. 국내 사회와 한국 정부 또한 문제적 인구를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담론과 국내 입양의 유인을 찾지 못한 여론 간의 담합 관계가 

유지되었다. 입양 기관은 여전히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국내 사회와 상호 보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에 한국 정부, 

국내 사회, 입양 기관, 그리고 국제 사회의 유기적인 체제가 고착화 되었다. 

이러한 입양 체제의 존재는 사회복지 대안의 형성을 지연시켰으며, 따라서 

                                            
122 주노르웨이 대사, “전보,” 1974년 11월, 외교통상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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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의 해외 여론의 변화만으로는 

무너트릴 수 없는 공고한 입양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76년에 「입양특례법」 제정에서 기존의 법에 자구 수정을 하여 한국이 

비판을 받아 온 요소들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의 해외입양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입양 체제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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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오늘날까지 한국은 해외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 중 하나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여전히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다. 또한 한국은 해

외입양을 보내는 국가 중 입양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 의해서만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a)를 유보한 유일한 나라다. 여전히 한국에서 

입양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다. 본 연구는 해외입

양 정책이 형성되고, 체제화된 시기로서 박정희 정부에 주목해 정부의 근대

화 구상과 국내 사회의 담합, 나아가 체제의 구성요소로서 국제 사회의 입

양 수요와 입양 기관의 성장 간의 연관 관계를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정

부의 근대화 구상은 입양 정책 형성에 기여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

의 담론에 영향을 받고, 입양 기관과는 사회복지 책임을 이양하는 대신 입

양 독점을 보장하는 이양 관계를, 국내 사회와는 담합의 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국제 사회와 입양 기관, 입양 기관과 국내 사회는 상호 보강 관계를 

맺었으며, 국내 사회는 국제 사회의 담론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왔다. 

1961년에 형성된 박정희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이 국제 사회의 압력에

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도 계속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1960년대에 형성

된 해외입양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입양을 둘

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을 원하는 국제 사회의 입양 수요가 여

전히 존재했고, 입양 기관과 국제 사회의 상호 보강적인 수요공급 관계 또

한 유지되었다. 박정희 정부와 한국 사회에 있어 해외입양 정책은 정상적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문제적 인구에 대한 구분의 발현이었다. 사회권이 배제

된 입양 대상 아동과 그들의 친모를 문제적 인구로 바라보는 정부와 가족자

유주의적 한국 사회의 담합은 1970년대에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아동복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부정적인 담론 형성이나 북한의 비방은 유신 정부에게 있

어 불편한 문제였으나, 해외입양 체제를 깨트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결국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이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구상, 즉 입양 

아동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방해가 되는 문제적 인구라는 생각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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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기 때문에 입양이 지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담론은 국내입양을 

꺼리는 국내 사회, 정부가 아동복지를 이양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입양 

기관들, 그리고 해외의 아동이라도 입양하고자 하는 입양 수요 국가들과 

결합해 지속해서 성장했다. 이에 1980년대에는 전무후무한 수치로 입양이 

이루어져 많을 때는 한 해에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다.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은 198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고아 

수출국’이라는 담론으로 또다시 문제시되며 비로소 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해외입양인을 문제적 인구로 보고 추방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민정부에 들어서 해외입양은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성장으로 정의 내려진 근대화에 집중한 한국의 

정부와 이에 동조한 사회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문제적 

인구를 구분하여 바라보았고, 이러한 시선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박정희 정부 시기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과 체제화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시기 해외입양 체제 형성에 기여한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의 후속 

과제로서 정부, 국내 사회, 입양 기관, 그리고 국제 사회로 이루어진 한국의 

해외입양 체제의 작동 방식과, 박정희 시기의 해외입양 정책이 이후 

1980년대에 더욱 증가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외입양에 미친 

영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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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고아입양특례법」(1961) 
[시행 1961. 9. 30] [법률 제 731호, 1961. 9. 30. 제정] 
 

제1조 (목적) ①본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아가 외국인의 양자로 되는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양자될 자격) ①본법에서 고아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18세미만의 자 

  2.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18세미만의 자 
  ②전항의 18세미만의 고아에는 호주나 부모의 계통을 승계할 자를 포함한다. 
제3조 (양친될 자격) ①다음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본법에 의하여 고아를 양자로 할 

수 있다. 
  1.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을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품행이 단정하고 악질이 없을 것 
  4. 양자를 천업, 고역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있는 직업을 위하여 매매 또는 사용하
지 아니할 것 

  5.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교육과 보호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상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서약과 이에 대한 본국 공
공기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자의 보증이 있을 것 

  ②양친은 전항 제4호와 제5호에 관한 실태에 관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보고의 요
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법원의 인가) ①외국인이 고아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고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입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물변별능력이 있는 고아에 대
하여는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법원이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신문지와 법
원게시장에 부양의무자의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의 입양인가는 합의부의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법원이 전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고아의 수용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여
야 한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한다. 

제5조 (고아의 제적) 고아가 본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양자로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제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의 대리) 외국인은 각령의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절차의 일부

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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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호조치) 양친이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요건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은 양친의 본국에 대하여 적절한 타가정에의 입양조치
를 알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31호, 1961.9.3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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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법률(1966) 
[시행 1966. 4. 24] [법률 제 1745호, 1966. 2. 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

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아가 외국인의 양자로 되는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양자될 자격) ①이 법에서 고아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1.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18세미만의 자 
  2.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18세미만의 자 
  ②전항의 18세미만의 고아에는 호주나 부모의 계통을 승계할 자를 포함한다. 

제3조 (양친될 자격) ①다음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이 법에 의하여 고아를 양자로 
할 수 있다. 
  1.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을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품행이 단정하고 악질이 없을 것 
  4. 양자를 천업, 고역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있는 직업을 위하여 매매 또는 사용하

지 아니할 것 
  5.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교육과 보호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상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서약과 이에 대한 본국 공

공기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자의 보증이 있을 것 
  ② 삭제<1966. 2. 23.> 
제4조 (법원의 인가) ①외국인이 고아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고아의 주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입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6. 2. 23.> 
  ②법원이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15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신문지와 법

원게시장에 부양의무자의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6. 2. 23.> 
  ③법원의 입양인가는 합의부의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법원이 전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고아의 수용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여

야 한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한다. 
제5조 (입양알선기관) ①이 법에 의한 고아의 입양알선에 관한 업무는 보건사회부장

관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入養斡旋機關"이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행한다. 
  ③입양알선기관의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입양알선기관은 그가 알선한 고아가 외국인의 양자가 된 후에도 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상시 파악하여야 하며 당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 2. 23.] 
제6조 (입양아의 제적) 법무부장관이 전조 제4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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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양된 고아의 국적을 제적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 2. 23.] 
제7조 (비 누설금지) 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고아에 관하여 지득한 비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66. 2. 23.] 
제8조 (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에 대하여 
그 입양알선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알선업무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1966. 2. 23.] 
제9조 (허가의 취소) 보건사회부장관은 입양알선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 2. 23.] 
제10조 (벌칙)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아의 입양알선
에 관한 업무를 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6. 2. 23.] 
제1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 2. 23.] 
 
    부칙  <제1745호, 1966. 2. 23.>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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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입양특례법」(1976) 
[시행 1977. 1. 31] [법률 제 2977호, 1976. 12. 3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

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양자될 자격) 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
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18세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도지사"라 한다)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의뢰한 자 
  2. 부모가 입양을 동의(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도지사가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에는 호주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를 포
함한다. 
제3조 (양친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1. 양친이 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양자를 천업·고역·기타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
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제4조 (입양의 동의) ①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
에는 부모의 동의를,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
존속의 동의를,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
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②15세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당해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양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
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략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6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양친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있어서의 입양은 호적법
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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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자로 될 자가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양자의 성과 본) 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파양 또는 입양이 취소
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국내에서 국외입양) ①외국인이 국내에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자의 본적
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각호의 서류 
  2. 양자로 될 자가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원의 입양인가는 합의부의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외국인이 국외에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입양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그 알

선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
양알선기관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
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당해 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는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
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제적할 것을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

다. 
제10조 (입양알선기관) ①입양알선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
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입양알선기관의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외국인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입양대상국이나 당해 국의 공인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양친의 가정조사와 비 유지) ①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

어서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3조 각호의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위하여 입양될 자의 성명·사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없다. 

  ③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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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입양알선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
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
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제13조 (무적아동의 취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
알선기관의 장은 그 양자로 될 자가 무적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취적 또는 일
가창립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4조 (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양알선
기관에 대하여 그 입양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서류의 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제15조 (허가의 취소등) 보건사회부장관은 입양알선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

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규정)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제9조의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977호, 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입양인가에 관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것은 종전의 예
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아입양특례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입양알선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입양알선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
에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폐지법률) 법률 제731호 고아입양특례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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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ftermaths of the Korean War, South Korea aggressively 

promoted transnational adoption as an alternative to social welfare for 

children in need. In particular,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gave 

birth to Korea’s transnational adoption policy with the enactment of the 

“Intercountry adoption law with regard to the orphans” in 1961 but also 

continued to send children abroad despite the international scrutiny it faced 

due to the practice in the 1970s. This study argues that it was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that transnational adoption became systemized in 

Korea. 

The four components of the system of transnational adoption during 

Park Chung-Hee regime are Park Chung-hee regime’s modernization 

discourse, the Korean society, international society, and adoption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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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our components that 

transnational adoption policy was constructed and systemized. First, Park 

Chung-hee regime’s modernization discourse, that called for the exclusion 

of the problematic population that disrupted economic development, 

colluding with the Korean society, has spawn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ransnational adoption. Thus, children in need were eliminated and 

transnational adoption was institutionalized with the 1961 legislation and its 

amendment in 1966. The Korean government’s reluctanc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ocial welfare of children in need and the Korean 

society’s collusion lies in the background of the legislation. By fulfilling the 

role in lieu of the Korean government, adoption agencies were granted 

monopoly status in the adoption market, expediting its growth in tandem 

with the rise of the demand for adop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Korea’s practice of transnational adoption came under international 

scrutiny in the early 1970s due to heightened media coverage and criticism 

on transnational adoption during the Vietnam War. Yet the “Special 

Adoption Act” pas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1976 did little to limit 

transnational adoption and foster domestic adoption. This shows that the 

system of transnational adoption has already been well in place by this 

period. Despit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ransnational adoption that 

erupted in the 1970s, the demand for adoptable Korean babies was still 

strong, and the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between adoption agencies 

and the deman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tinued. The collu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in designating and eliminating the 

problematic population continued as well. For such reasons, attempts to end 

transnational adoption did not bear fruit, and Korea still sends children 

abroad for adoption today. 

This study discov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s 

modernization discourse, the collusion of the Korean society, the demand 

for adop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growth of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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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ies in rearing the policy of transnational adoption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s modernization discourse contributed to the 

formulation of the transnational adoption policy. Moreover, the government 

had been influenced by the discours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ransferred 

the responsibility for social welfare to adoption agencies in exchange for the 

guarantee of monopolization of the adoption market, and colluded with the 

Korean domestic society which was also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discourse. Moreo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adoption agencies, and in turn, the adoption agencies and Korean society 

were linked in a series of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s. As such,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modernization 

as defined solely by economic growth, discriminated the problematic 

population that did not contribute to the goal from those that did, and that 

the offspring of such discrimination yet continues. 

 
Keywords: Transnational Adoption, Intercountry adoption law with regard 

to the orphans, Special Adoption Act, Park Chung-hee Regime, 

Modernization Discourse, System of Transnational Adoption 
Student Number: 2017-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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