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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서울 학교 학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신 필 식

 본 논문은 해외입양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와 친생모의 입양결정에 초점
을 맞추어 해외입양 증감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한국전
쟁 이후 현재까지 17만명에 가까운 자국 출생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킨 
표적 해외입양 송출국이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 모성의 제도적 현실과 친
생모 행위성이라는 관점에서 왜 그렇게 많은 한국 친생모들이 자신이 낳
은 아이를 입양보내야 했으며, 그 입양은 왜 하필 국경을 넘어 해외의 가
족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 해외입양에 관한 우리 사회의 주된 설명 방식은 크게, 버려지는 아

이가 너무 많아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유기 담론(遺棄 談論)과 국
가가 자국민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해외로 보내버린 것이라는 무책임 국
가론(無責任 國家論)으로 나뉜다. 그러나 두 방식의 설명 모두에서 왜곡 
혹은 간과되어 온 존재가 바로 해외로 입양될 아이를 출산한 여성, 곧 해
외입양 친생모이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해외입양 친생모는 아이를 낳아 
비정하게 버렸거나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는 한정된 이미지 속에서 머물
러왔으며 부분 미혼모, 특히 10 의 어린 미혼모로 제한적으로 이해되
어 왔다.
과연 그 많은 여성들은 누구 는지 그들에게 자녀를 해외로 입양 보낸다

는 결정은 어떤 의미 는지에 해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사회 모성
의 제도적 현실과 친생모의 행위성에 주목한다. 본 논문의 연구 시기는 
1966년부터 1992년까지다. 연구에서는 다시 이 시기를 전쟁고아와 혼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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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한 해외입양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해외입양의 증가가 시
작되고 지속된 1966년부터 1979년까지, 잠시 감소세 던 해외입양이 급증
했던 1980년부터 1987년까지, 내내 높이 유지되던 해외입양이 짧은 기간 
동안 급감을 통해 이후의 평탄한 감소세로 이어지는 1988년부터 1992년
까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존의 많은 한국 친생모 연구들이 직면했듯이, 이 논문에서 탐구할 기간

의 친생모들의 경험과 선택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과 자료는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친생모들이 처했던 조건과 그들에게 
주어졌던 행위적 선택지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피고, 해외입양의 변
화 추세를 친생모 삶의 맥락 및 모성의 변화와 연관지어 보는 전략을 택
하 다.
연구를 통해 먼저 각 시기별로 해외입양 및 친생모 모성 관련 제도를 검

토한 다음, 언론보도 내용을 활용하여 친생모 및 해외입양을 둘러싼 담론
과 사회문화적 재현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입양상담을 받은 친생모의 통계
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해외입양인 수기집, 입양상담 사례집, 심
층면접 연구자료 등에 나타난 구체적 해외입양을 보낸 친생모 사례를 통
해 비교해 살피고자 했다. 다음으로는 해외입양 관련 통계, 요보호아동 관
련 통계, 입양상담을 받은 친생모 통계 등을 수집하고 각 시기별 해외입양 
아동수의 증감을 상세하게 읽어내고 이것을 앞서 살핀 친생모 관련 지식
들과 견주어 보는 작업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해외입양을 보낸 친생모들의 삶의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었을

지, 그녀들의 입양결정은 어떻게 내려지고 실행되었을지 그 의미를 가늠해
보았으며, 제도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모성의 성격을 분석함
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 친생모들의 삶의 조건은 어떻게 변화해 갔
으며, 이는 친생모의 입양결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를 기록하고 분석
하 다.

연구를 통해 분석한 해외입양 증감과 친생모의 입양결정의 관계가 형성, 
변화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66년부터 1979년 시기에는 국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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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동복리시설의 감소와 해외입
양기관의 입양상담조직의 확 가 이루어졌다. 또한 불평등한 모성 법제 속
에서도 친생모 보호정책이 도입되어 갔지만, 친생모가 직면한 모순에 한 
인식과 응이 지체된 가운데 입양을 전제로 한 보호가 부분이었다. 한
편 사회문화적 재현 속에서 해외입양 친생모에 한 사회적 비난이 늘어
난 반면, 해외입양에 한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해외입양에 한 기

는 확 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 시기부터는 이전까지 주류를 이
루던 혼혈자녀를 둔 친생모뿐만 아니라 비혼혈(한국계) 자녀를 둔 친생모
들도 자신이 자녀를 적절히 보호・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점차 
해외입양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되었다.
한편, 해외입양이 점차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해외입양기

관을 통한 국내입양 확 정책을 추진했지만, 해외입양 억제를 모색했던 정
부의 일련의 감축정책은 친생모 증가의 실질적 원인과 맥락을 파악하거나 
이에 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해외입양 감축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외입양기관을 찾아 입양을 의뢰하는 친생
모를 줄이지 못해서 오히려 해외입양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1980년부터 1987년 시기에는 근 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 방향이 자율화로 전환된 가운데 친생모에 
한 양육 지원이 부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또한 미혼모 모성 지위는 약

화되면서 미혼모의 비모성화가 진행된 반면 한국 아동을 입양한 해외입양
가정에 해서는 정상가족의 전형으로서 선망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나 기혼여성이 자녀 양육에 어
려움을 겪게 될 경우 해외입양 이외의 지원과 보호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
았다. 그로 인해 자신이 양육하는 신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상
담・의뢰하는 친생모의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가 추진했던 아동복지 개선과 아동복지 입법에도 불구하

고, 해외입양 자율화 이후 해외입양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상담조직을 확장
해 경쟁적 입양 홍보와 입양 권유, 출산기관(산부인과와 조산소)을 통한 입
양아동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이들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상담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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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모와 기・미아 아동수가 급증했고 이는 곧 해외입양 아동수 증가로 이
어지게 된다. 그로 인해 해외입양을 개방하여도 해외입양 아동수는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 던 정부의 기 와는 달리 친생모의 입양결정은 급증
하 으며 결과적으로 해외입양은 역  최  규모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 다음 1988년부터 1992년 시기에는 해외입양에 한 비판적 여론이 

국내외에서 확 되자 정부가 해외입양 자율화에서 해외입양 중단으로 정
책 방향을 선회하 다. 또한 가족법 내 모(母)의 법제적 지위가 개선되고 

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모권(母權)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기혼과 
미혼의 친생모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이 도입되었다. 양육미혼모에 한 지
원 필요성이 두되는 등 미혼모의 모성에 한 인식이 변화한 반면 해외
입양에 한 이상화된 인식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 으며, 서구 입양국
에서 해외입양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한 한국사회의 기 와 동경이 줄어
들게 되면서 해외입양에 한 친생모의 필요와 선호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 시기의 해외입양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우선 당시의 해외입양 정책의 

선회와 해외입양에 한 국내 인식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 친생모들이 해외
입양을 통해 기 하고 실제 입양상담을 의뢰할 동기와 실질적 통로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빈곤가정, 모자가정, 미혼가정의 어머니들
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선택하고 이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양육 지원이 도입
되고, 친권의 제도적 인정이 가능해지는 등 이전에 비해 입양 이외의 선택
지가 늘어나면서 해외입양 친생모의 수가 빠르게 감소한 것도 해외입양을 
감소시킨 요인이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양육 및 임신중절 선택기회에 비
해 미혼여성, 특히 20  중반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의 양육 선택권과 피
임, 임신중절과 관련된 재생산권의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의 
모권(母權) 관련 제도의 개선과 친생모 자녀양육 지원의 도입에서 상 적으
로 소외되어 있던 청소년 미혼모는 입양 외의 선택이 여전히 제한된 결과 
해외입양 친생모의 저연령 미혼생모화가 더욱 진행되어 갔다.

해외입양에 한 여성주의 접근을 통하여 한국 해외입양 연구이자 친생
모 모성을 살핀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가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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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해외입양과 한국의 모성 그리고 친생모 구성의 변
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각 시기별 친생모 모성과 친생모 입양결정 
양상의 변동 추이가 한국 해외입양의 증감 추이와 성격 변화를 상당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해외입양 설명 방식
인 유기 담론과 무책임 국가론에서 비가시화 되거나 비모성적 존재로 인
식되었던 것과 달리 해외입양 친생모가 해외입양 제도와 한국 모성의 제
도적 변화에 따라 해외입양을 결정한 행위자(agency)이자 모성적 주체
음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해외입양 친생모를 모성적 행위자로, 입양결
정을 모성적 실천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기존의 가
부장적 모성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구성된 해외입양 친생모 인식과 담론을 
여성주의 모성 관점에서 재구성해내었다. 셋째, 해외입양 아동의 국내 보
호절차에 한 기존의 연구와 기록의 공백을 극복하고, 해외입양 아동이 
한국 사회와 가정, 친생모로부터 해외로 입양되기까지의 과정과 해외입양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설명하 다. 넷째, 해외입양과 한국 모성
의 관계에 한 이해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 해외입양 친생모와 그
들의 모성경험이 갖는 여성주의적 함의를 기록・분석해 냄으로써, 국가간
입양의 형성과 확 에 주요한 당사국으로 한국이 어떠한 역사사회적 과정
을 통해 해외입양을 확 하고 또 감소시켜갔는지에 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주요어: 한국 해외입양, 친생모, 여성주의 모성 연구, 입양결정, 국가간입양, 
출생국 맥락

학  번: 2010-3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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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인용을 할 때, 한자나 어, 어의 한글식 표기는 물론 오자(誤字)는 원문 
그 로 옮기되, 필요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
기 방식을 변경하거나 한글로 체하 다.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 판단될 경우 [ ]로 연구자가 주를 달아 함께 표기하 다.
예) 한 세기 전 미국의 노예상인들에게 팔려가던 “아프리카” 흑인들처럼 나이롱 

밧줄에 손발이 묶이운 채 실려 갔음.
예) “늘어나는 未婚엄마, 아기養育이 큰 問題” -> “늘어나는 미혼엄마, 아기양육이 

큰 문제”
예) 가장 적합한 방법이 외국에 있는 양연[입양]희망자의 가정을 리하여 한국아

동을 양자하여

2. 연구자가 인용 내용 가운데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에 해서는 
진하게 표기하고 (강조는 연구자)라고 밝혔다.
예) “우리 어린이들을 국내에 입양시키지 못하고 외국에 보내는 것은 혈연을 중시

하는 국민의식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1984. 8. 30 “어린이 해
외입양 급증”).(강조는 연구자)

3. 인용할 때 원문의 말줄임표는 …로, 인용자가 생략을 한 경우는 (…)로 표
기하 다. 판독이 불가능한 문자나 탈자는 □로 표기했다. 또 인명이나 단
체명을 밝히기 곤란한 경우에는 △로 숨겨서 표기하 다.
예) 미혼모 위한 예산을 (…) 감사를 할 때마다 윤락여성 특수취업이라고 하니까 

남자들이 관심이 단하잖아요… 이 이름 때문에 왔다하면 이것만 물어봐!
예) 농촌에서 부모 곁을 떠나 외지에 와서 여공생활(女工生活)을 하다보면 유혹과 

탈선의 기회가 많을 것은 □하다.
예) 박×× 일당은 △△ △△△를 통해서만도 9,300여명의 우리 고아들을 양자의 명

목으로 팔아넘겼고 수백만 달라의 돈을 횡취 했음

4. 재인용을 할 때는 인용문의 표기법을 따랐으며, 특히 신문기사를 인용할 
때나 작성 시기가 현재의 맞춤범이나 표기법, 용어 등이 다른 문장의 경우
에는 실린 그 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재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 으며, 용어의 경우 각주로 설명과 함께 변경하여 사
용하 다.
예) 여러 가지 비난도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인구정책적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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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이 논문은 1966년부터 1992년까지의 한국 해외입양1)을 다룬다. 해외입양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와 친생모의 입양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 모성의 
제도적 현실과 친생모 행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외입양 역사를 재구성한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17만 명2)에 가까운 자국 출생 아동을 다른 
나라로 입양시킨 표적 해외입양 송출국3)이다.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 아동
을 다른 나라로 보내왔던 것일까? 한국 사회가 아이를 자국 내에서 기를 여력
이 없었기 때문일까? 출산이 양육으로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여성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일까? 압축적 근 화와 고도성장 속에서도 해외입양이 지속・확 되
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주의 연구로서 본 논문은 해외입양을 보낸 친생모
와 그 자녀의 상황에 주목하여 이에 한 답을 찾고자 한다. 왜 한국은 출생
국가 바깥에서 양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왜 많은 

1) 국가의 경계를 넘는 입양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해외입양(overseas adoption)은 현
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공식 용어는 아니다. 1990년  초반 입양 송출국과 입양국
의 관계에서 국가의 책임, 국가별 입양 제도와 문화의 차이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
상하면서 국가간입양(intercountry adoption: ICA)이 공식 용어로 부상하 으며, 
지금도 일부 맥락에 따라 국제입양(international adoption), 국외입양(foreign 
adoption)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해외입양’을 
그 로 사용하는데 이는 학계에서의 용어 변동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여전히 ‘해외
입양’이 정책 담론이나 일상인의 언어 습관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현실을 반 한 
것이다.

2) 보건사회부가 집계한 보건사회연보(1955년부터 1973년까지 해당연도) 및 재외동포
재단(2006), 2020년까지의 「입양인 지원센터(구 중앙입양원)」 발표 연간 해외입양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공식 기록상 1953년부터 2019년까지 67년간 16만9천67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해왔다.

3) 송출국(sending country)은 국가간입양 아동이 태어난 국가 혹은 입양 당시에 상
거소가 있는 국가를 가리킨다. 국가간입양에서는 국적국과 다른 국가에서 입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거소(常居所, Habitual Residence) 개념을 적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은 해외입양 아동의 송출국이자, 출생국(states of origin, birth 
country)으로 부분 경우 두 범주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입양 상 아동의 출생국으로서 한국을 송출국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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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친생모들은 출산한 아이를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보내야 했으며, 그 입양
은 왜 하필 국경을 넘어 해외의 가족을 통해 이루어졌을까? 여성주의 관점에
서 이 논문은 이 지점에 착목한다. 
 일반인의 기 와는 달리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한국전쟁 직후의 빈곤기가 아니라, 고도성장의 절정기를 지나고 있던 
1980년 다. 해외입양이 처음 시작되던 한국전쟁 당시 해외입양은 전쟁고아
와 혼혈아동에 한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1960년 가 되면서 성
격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1960년  초반 내내 해외입양 아동수는 감소세를 유
지했다. 그러다가 1966~67년을 기점으로 급증세로 돌아서서, 1966년 4백여 명
에서 1976년에는 6천5백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후 잠시 감소해서 1980년에는 
4천백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곧 다시 급증, 1980년  중반에는 한 
해 해외입양 아동이 8천8백여 명에 이르게 된다. 해외입양이 감소하는 추세로 
바뀐 것은 1988~92년 사이의 급감 시기를 지나면서 다. 1992년에 2천명 선까
지 감소한 연간 해외입양 아동수는 이후 평탄한 감소세를 보인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모로 이루어진 한국 해외입양의 특수성4)

에 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설명해 온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버
려지는 아이가 너무 많아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유기 담론(遺棄 談論)
과 국가가 자국민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해외로 보내버린 것이 문제라는 무책
임 국가론(無責任 國家論)이 그것이다.
 유기 담론은 1970년  초반 경부터 신문 지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는 전쟁고아들에 한 긴급구호가 거의 끝났음에도 해외입양 송출이 규모화
되던 시기로 해외입양기관에 의한 친생모 상담이 시작된 시기 다. 당시 해외

4) 지금껏 이루어진 국가간입양의 역사는 제2차 세계 전 직후의 초기 형성기부터 20
세기 후반에 지속적으로 확 되는 과정에서 입양국(receiving country)이 유럽과 
북미, 호주 등 서구 제1세계 국가들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송출국(sending 
country)은 초기 던 1945년 이후 1950년 까지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제2차 
세계 전 패전국의 난민아동에서 이후 1970년 전후부터 아시아와 남미의 제3세계
로, 이후 1990년 전후 냉전의 해체 속에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했으며, 
2000년  이후 아프리카 지역 국가가 주요한 송출지역으로 확 ・변화되어 왔다
(Petersen, 2013; Selman, 2017). 그 가운데 한국은 초기의 서유럽 송출국과 일본 
등 제2차 전 패전국과 함께 국가간입양을 보냈던 국가이면서 동시에 2019년 현
재에도 아프리카와 남미, 동유럽, 아시아 국가와 함께 국가간입양을 송출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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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친생모가 직접 해외입양기관의 상담을 통하거나, 시설에 보호되어 있
던 아이들이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보내지는 두 가지 통로로 이뤄졌다. 그런데
도 이 모든 해외입양된 아동이 기아(棄兒), 즉 버려진 아이로 치부되었던 것이
다. 왜 이렇게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게 되었는가에 하여 한국에서
는 버려지는 아이들(abandoned children)이 너무 많은 점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유기 담론의 핵심이다. 아이들은 많이 버려졌는데 국내가정으로의 입양
이 그에 못 미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입양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도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해외입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
는 이 담론은 해외입양 아동의 친생모에 관해 특정한 이미지를 생산한다. 아
이를 낳아 기를 여건에 있지 못한 여성, 특히 미혼여성이 무계획적으로 임신
과 출산을 하고 아이를 버리는 것이 해외입양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며, 
반면 친생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책임, 가족 이외의 국내 아동보호체계의 
부실, 친생모의 현실적 처지 등 다른 요인은 완전히 도외시된다.
 무책임 국가론은 유기 담론에 비해 상 적으로 최근에 등장했다. 88서울올림
픽을 전후로 너무 많은 한국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이 국가적 수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담론적 근거로서 무책임 국가론이 
두하기 시작했다. 무책임 국가론은 해외입양을 자국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국가의 책무가 제 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면서, 권위주의 시기 개발국
가가 유기된 아이의 해외입양을 방조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입양기관5)이 아동을 경쟁적으로 입양 보냄으로 수익을 얻도록 
방임한 결과로 설명한다. 1990년  말 이후 한국 해외입양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면서 무책임 국가론의 내용은 좀 더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국가
가 아동의 가정 내 양육 지원과 가족 이외의 보호 체계 마련 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요보호아동을 양산하 고, 해외로 보내버림으로써 해결

5) 2020년 현재의 입양특례법 제20조 입양기관의 자격, 목적에 해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살필 1990년  초반까지 국내의 법
률과 아동복지 체계에서는 해외 및 국내로의 입양 관련 기관을 크게 입양위탁기관
과 입양알선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입양알선기관은 국내입양을 전담한 국내
입양 알선기관과 국내 및 해외입양을 함께 알선한 해외입양 알선기관으로 구분되는
데, 해외입양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해외입양 알선기관을 ‘해외입양
기관’, 경우에 따라 ‘입양기관’으로 지칭할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쓰이
는 ‘입양기관’이란 용어가 해외입양을 보내는 기관을 해외입양기관을 지칭하는 일
반적 인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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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아이를 버린’ 친생모들에게 전가
함으로써 국가 자신의 무책임성을 은폐하 다는 것이다. 무책임 국가론은 아
동양육이나 돌봄에 한 모든 책임을 개별 가정・여성에게 돌리고 국가가 해
야 할 복지 지출과 책임은 최소화함으로써 권위주의 시기의 고도성장이 가능
했다는 일각의 지적(장경섭, 2009, 2011; 배은경, 2004, 2012)에 부합하는 설
명이다.
 유기 담론과 무책임 국가론 모두에서 왜곡 혹은 간과되는 것은 해외로 입양
될 아이를 출산한 여성, 곧 친생모6)의 존재이다. 한국 해외입양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는 국내의 연구는 2000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
으며, 무책임한 엄마의 ‘유기’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무책임했던 국가의 잘못으
로 초점을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연구 관점의 전환 속에서
도 실제로 아이를 입양 보낸 친생모의 존재와 행위성은 제 로 이해되지 못했
다는 점이다. 생각 없이 아이를 낳아 못 키우고서 버린 ‘못된’ 여성에서, 권위
주의적인 국가와 억압적인 가부장 문화 아래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낸 ‘가련
한’ 여성으로 이미지가 달라졌을 뿐, 친생모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 
서로 다른 처지와 고민들, 행위적 선택들과 입양 과정의 다양성에 한 고려
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해외입양 친생모는 자녀를 비정하게 버렸거나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는 한정된 이미지 속에서 미혼모, 특히 10 의 어린 미혼모로 
제한적으로 이해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껏 많은 친생모 연구들이 주로 이
들 10 /청소년/학생 미혼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
나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자녀를 해외로 입양 보낸 연령이나 혼인지위는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누구인가? 그녀에게 자녀를 해외
로 입양 보낸다는 결정은 어떤 의미 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6) 친생모(birth mother)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많은 경우 입
양된 아동의 입양부모와 구분하여 입양아동을 낳아서 입양 보낸 생모(生母)를 지칭
한다. 이에 한 용어로 출생모, 생모로도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 경험의 유
무나 연령에 상관없이 한국 해외입양 아동을 출산하여 입양 보낸 모든 어머니를 
‘해외입양 친생모’ 또는 ‘친생모’로 지칭할 것이다. 하지만 해외입양이 아닌 국내입
양 친생모일 경우나, 법적으로 생모와 양육, 친권상의 모가 다를 경우에도 생모, 
또는 친생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들과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외입양 친
생모’로, 그렇지 않고 문맥상 해외입양 친생모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이를 줄여서 
‘친생모’로 자녀를 해외로 입양 보낸 어머니를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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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친생모와 그녀의 모성에 주목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많은 한국 친생모 연구들이 직면했듯 이 여성들의 경
험과 선택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과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자녀
를 해외로 입양 보낸 경험은 단히 트라우마적이고 낙인화된 기억이어서 현
재의 시점에서 회고적인 인터뷰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몇 개의 접근 가능한 사례로 당시의 복잡다단한 현실을 일반화하는 것도 어려
우며 친생모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어떤 전형성을 가진 사례를 선정해내는 것
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친생모들이 처했던 조건과 그녀들에
게 가능했던 행위적 선택지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피고, 한국 해외입
양의 변화 추세를 이러한 해외입양 친생모 삶의 맥락과 모성의 변화와 연관지
어 보는 전략을 택하 다.
 본 논문의 연구 상 시기는 1966년부터 1992년까지다. 이 기간은 전쟁고아
와 혼혈아동에 한 긴급구호로서의 해외입양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해외입양이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내내 높이 유지되던 해외입양이 급감하고 
평탄한 감소세로 전환된 시점까지 시기에 해당된다. 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해
외입양의 새로운 증가가 시작된 1966년에서 1979년까지, 잠시 감소세 던 해
외입양이 급증했던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급감을 통해 이
후의 평탄한 감소세로 이어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연구를 통해 각 시기별로 해외입양 친생모가 처했던 조건과 행위적 선택지들
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해외입양 관련 제도, 친생모 모성 관련 제도, 친생모 
및 해외입양을 둘러싼 담론과 사회문화적 재현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건 속에
서 친생모들의 삶의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었을지, 그녀들의 입양결정은 어떻
게 내려지고 실행되었을지 그 의미를 가늠해본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친생모 
모성과 입양결정, 자녀의 특성에 관한 통계를 살피고, 이를 다시 해외입양인 
수기집, 입양상담 사례집, 심층면접 연구자료 등에 나타난 구체적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해외입양 
관련 정부 통계, 요보호아동 관련 통계, 친생모 입양상담 통계 등을 수집하고 
언론보도 내용 등의 내용을 활용하여 각 시기별 해외입양 아동수의 증감을 상
세하게 읽어내고 이것을 앞서의 친생모 관련 지식들과 견주어 보는 작업을 수
행하 다. 이를 통해 각 시기별 친생모 모성과 친생모 입양결정 양상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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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가 한국 해외입양의 증감 추이와 성격 변화를 상당 부분 설명해 줄 수 있
음을 밝히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기존의 해외입양 설명 방식인 유기 담론과 무책임 국가론에서 
비가시화 되거나 비모성적 존재로 인식되었던 친생모를 여성주의 모성 연구의 
시각에서 모성적 실천을 모색한 행위자이자 주체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또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모성의 성격을 분석하는 여성주의 
모성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 해외입양 친생모들의 삶의 조건과 입양
결정 양상이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해외입양 설명에
서 제외되었던 친생모의 행위성을 통하여 해외입양의 한국적 맥락과 시 적 
변화 과정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했으며, 시간・공간적으로 연구 상 시기 
동안의 한국 사회라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해외입양 및 한국 모성-친생모의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다. 이러한 모색을 통하여 국가간입양
의 형성과 확 에 주요한 당사국으로 한국이 어떠한 역사사회적 과정을 통해 
해외입양을 확 하고 또 감소시켜갔는지에 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2절.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자원

 1. 선행연구 검토

  (1) 기존의 해외입양 연구의 주요 흐름

 기존의 해외입양 연구는 해외입양 관련 당사자로서 해외입양인에 한 연구
와 해외입양 관련 제도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해외입양인에 한 연구는 
1980년  해외입양 상 아동의 특성에 한 아동복지적 연구(탁연택, 1986; 
허남순, 1973)에서 점차 (입양국에서 연구로서) 입양가정에서의 심리적 적응
과 아동발달, 언어습득에 한 연구 등 입양되는 아동은 어떠한 아이들이고 
입양 이후에는 얼마나 잘 적응・안정・발달을 하는지가 주된 관심사 다. 이
러한 해외입양 당사자로서 아동에 한 연구는 해외입양인이 점차 성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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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들어감에 따라 해외입양 경험의 연구 범주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규
모로 진행된 인종간입양이자 국가간입양의 첫 세 로서 한국 해외입양인들의 
경험은 한 아동이 친생가족과 송출국의 언어와 문화, 인종, 민족이 다른 입양
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삶이 아동 시기의 일시적 적응에 그치는 과업이 아니
라 일생에 걸친 적응과 국가간・인종간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 해외입양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
인 출생국이자 송출국으로서 한국을 방문하고, 해외입양인 운동이 조직화되면
서 이들의 한국 내의 입양인 운동과 권리, 해외입양인 가족상봉 경험 등으로 
연구의 범주가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국가별로 해외입양인의 이주와 디아스포
라의 문학적 재현에 한 연구가 확 되는 등 해외입양인에 한 연구는 시기
별로 꾸준히 지역과 학제, 관점에 있어서 변화와 확장을 지속해 왔다.
 또 다른 주요 해외입양 연구 범주로 해외입양 관련 제도 연구를 들 수 있
다. 이는 한국이 1961년 처음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한 다음 해인 1962년 
고아입양특례법의 특성과 법 조항 상의 문제점과 한계, 개선방향에 하여 
연구한 김진(1962)의 연구 이후 해외입양 법률과 정책연구는 한국이 해외입
양을 어떻게 인식하 고 또 이를 어떤 절차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해외입양아
동을 보호할 것인지에 한 국가적 차원의 모색을 담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
은 초기의 전쟁고아와 난민으로서 아동이주에서 점차 입양의 형태로 제도화
되어갔고, 1970년  중반 고아입양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면서부터
는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이 해외입양기관에 의해 함께 진행되면서 해외입양 
감축을 위한 국내입양의 확  방안이 연구(윤범식, 2002; 허명숙, 2003)되기
도 하 다. 한편 1995년 헤이그 입양협약이 조인되고 난 이후 국제적 입양의 
기준으로서 헤이그 협약의 내용과 기준의 특성은 물론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법률의 개선과제가 연구(석광현, 2012)되기 시작하 다. 
 2000년  중반부터 해외입양은 기존의 아동복지 실천적 관점에서 성인이 
된 해외입양인과 그들의 다양한 삶, 집합적 입양인 권리운동, 입양인 정체성 
등에 한 복지 실천적 역이나 법제도적 접근을 넘어선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 이들 연구들은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국가로서는 드물게 해외입
양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하여 질문한다. 왜 한국은 그렇게 해외
입양을 오랫 동안 많은 자국 아동을 해외로 보내어야 했을까? 제3세계의 국
가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간입양 이유를 통해서는 한국이 보여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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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입양의 규모와 지속성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해외입양에 해 
한국은 물론 국외의 연구자들이 “한국은 입양될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에 해 설명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연구 흐름과 다른 새로운 해외입
양 연구로 이어졌다. 
 이후 해외입양의 역사사회적 맥락에 한 질문에서 시작해, 어떻게 한국 사
회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국외로 입양되어야 했으며, 해외입양에 해 한
국 사회가 가져온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한국 해외입양의 특수성에 

한 비판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범주의 확
를 통하여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아동이 사회적 보호 그리고 국외의 입
양가정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하 고, 그러한 상황이 왜 지금도 지속되고 있
는지를 비판적 시선에서 접근하는 연구들(권희정, 2013; 권희정, 2014; 김재
민, 2016; 이경은; 2017; 이명호, 2013; 조가은, 2019)이 이어지고 있다. 

  (2) 한국 해외입양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

   ① 해외입양 정책 및 법률 관련 연구

 한국 해외입양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를 설명할 때 주로 언급되는 것이 국가
가 그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무책임 국가론(無責任 國家
論)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 국가론에 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 된 
1990년을 전후로 해외입양 연구에 있어서도 한국의 해외입양이 왜 그렇게 
지속되었고, 늘어나게 되었는지에 한 설명을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의 한계
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모색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일
련의 해외입양 책임에 한 제도적 요인을 설명하는 연구(박정렬, 1994; 원

희, 1990; 보건사회연구원, 1993; 보건사회연구원, 1999)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입양 정책 연구에서 연구의 관점과 다학제적 접근의 측면에서 원 희
(1989)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원 희의 연구는 해외입양을 통한 직접적 
아동보호가 아닌,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이 어떠한 역사적 경로를 거치며 변
화해 왔으며 그러한 정책의 변화가 구체적인 해외입양의 증감과 어떠한 관련
성이 있는지를 사회학적・제도사적 관점에서 분석해 내었다. 이러한 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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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해외입양 연구는 해외입양 정책, 법률에 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주된 연구 관점이었던 아동복지적 목적에서 개별 입양아동의 보호를 위한 해
외입양 접근을 확 ・변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 및 자
료적 측면에서도 해외입양 증감을 개인적 경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해외입양 정책에 의해 형성된 제도적 조건과 사회적 변화에 주목해 정책 관
련 사료(史料)를 발굴해서 연구에 활용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2000년  이후에 해외입양 제도에 관한 연구로 국제적 비교연구로서 해외, 
주로 서구의 입양국의 입양제도 현황과 변천 과정에 한 연구(고혜연・임
식, 2008; 이병화, 2003)와 국가간입양의 국제적 준거법으로서 헤이그 입양
협약에 한 연구(장복희, 2010)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국제법적 측면에서
의 한국 해외입양 제도 및 법률의 변화에 한 연구는 보다 이전의 국가 정
책적 측면에서의 입양에서 국제적 수준에서 어떠한 요소가 쟁점이 되고 있는
지, 또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의 과제와 개선 방향은 어디인지를 국제적 시각
에서 살피는 연구(석광현, 2012; 장복희, 2004)로 이어졌다.
 한편 2010년 에 접어들면서 해외입양 법률과 정책, 정책이 형성된 맥락으
로서 정치체제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목한 새로운 해외입양 정책 연구(한
서승희, 2014; 김재민, 2016; 이경은, 2017)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제
도를 좁은 의미에서 법률 조항이나 정책으로 제한하기보다 그러한 정책이 형
성된 시기별 한국 사회와 역사, 정치경제적 맥락에 주목하면서 왜 한국의 해
외입양이 국제적 기준에서 쉽게 설명되기 어려운 독특한 경로를 밟아 왔는지
를 질문한다. 그런 점에서 2010년  이후의 한국 해외입양 정책 및 법률 연
구는 사회적, 시 적 맥락에 주목하면서 관련 법률・정책의 의미를 탐색함으
로써 기존의 제도 연구를 계승하고 확 해가고 있다.

   ② 혼혈아동과 전쟁고아의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간입양이 이후 현재의 국가간입양
이 여러 단계에 걸쳐 송출국은 물론 입양국, 입양되는 아동의 특성(연령, 성
별, 인종과 국적・민족)에서 변화가 있어 왔다(Altstein & Simon, 1991; 
David, 2011; Lovelock, 2000). 국가간입양 관련 연구들은 한국이 국가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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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사실상 시작되고 이후 현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확 되기까지 큰 
향을 준 중요 송출국으로 설명한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서서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아동 난민, 미군과 
유럽 내 미군 주둔국가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의 가정으로 입양
되기 시작했다. 이 경우 주로 입양된 아동은 서유럽의 백인아동이었다. 최초
의 비백인계 아동의 국가간입양은 미국이 승전국으로서 주둔한 패전국 일본에
서 미군 남성과 일본인 여성 사이의 혼혈아동을 미국 가정으로 입양한 것이었
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의 인종간입양은 1950년 전후로 시작되면서 (명
백히는 부모 모두가 제3세계의 유색인부모가 아닌 한쪽 부모로서 주로 어머
니만 제3세계 여성인 혼혈아동이지만) 국경과 언어, 인종 간 차이가 있는 가
정으로의 입양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인종간입양의 초
기 형태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증가하 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
쟁을 전후로 시작된 한국 해외입양 역사는 한국 해외입양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국가간입양의 기원(또는 초기 경로 형성과 확 과정)으로서 한국의 초
기 해외입양 양상에 관한 연구(김재란, 2012; 전명수, 2011; Choy, 2013; 
Kim, 2009; Klein, 2003)가 진행되어 왔다.
 한국 해외입양 연구는 물론 주된 사회적 담론에서 해외입양은 공통적으로 
한국전쟁(6・25전쟁, 이후 한국전쟁)의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의 입양으로 그 
기원을 설명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에 한 구호로 시작
되었다는 역사적,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
로는 김아람(2009a, 2009b)의 연구가 유일하다.  해외입양 및 혼혈아동에 
한 역사학 접근을 모색한 김아람은 1950년 와 60년  한국전쟁 이후의 전
쟁피해와 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후 복구와 국제적 원조의 상황에서 혼혈아
동이 증가하게 된 배경을 살피고, 기지촌과 미군의 주둔에 따른 혼혈아동의 
증가, 그리고 이들 혼혈아동에 한 한국과 미국의 정치외교적 관계 속에서 
혼혈아동 중심의 해외입양이 형성되고 증가해간 과정을 연구를 통해 설명해
내었다. 김아람의 연구는 아직 국내 역사학적 접근을 통한 한국 해외입양 연
구가 드문 상황에서 혼혈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전후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혼혈아동이 갖는 역사성과 이들이 태어난 공간적・지정학적 장소로
서 1950년 와 60년  한반도 남한의 기지촌의 관계를 설명한 점에서 새로
운 해외입양 연구 접근 가능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제1장 서론

- 11 -

 반면 제2차 세계 전 이후 최초의 국지적 전쟁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규모의 
참전이 이루어진 전쟁이자 냉전 체제의 초기 형성에 지 한 향을 준 한국
전쟁에 한 국제정치적 관심이 국가간입양 연구와 접목되면서 2000년 를 
전후해 국외에서 한국전쟁 이후 1960년 까지의 냉전과 한국전쟁, 해외입양
을 범주화한 냉전(문화)사・국제정치사적・민족사(ethnic studies)적 접근으
로서 다양한 초기 한국 해외입양에 한 연구(Pate, 2014; Oh, 2015; Woo, 
2015)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문 가운데 오(Oh, 2015)의 연구 『To Save 
the Children of Korea: The Cold War Origins of International 
Adoption』은 한국 해외입양에 한 역사학적 접근이자, 국제적(혹은 입양국)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2015)의 연구는 특히 지금
껏 국외에서 진행된 한국 해외입양 연구가 접근 및 설명해내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초기 아동복지, 국제적 아동구호, 냉전 초기의 국제정치・외교적 맥
락,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의 해외입양 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해 낸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 맥락에 한 이해는 물론 국제적 시
점에서 한국전쟁과 냉전체제의 형성, 혼혈아동과 미군의 장기적 주둔, 국제
적 아동구호라는 다층적 현상을 한국 해외입양 분석과 연결시킨 한국 해외입
양 연구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은 한국전쟁 이후의 혼혈아동과 전쟁고아 중심의 해외입양 형성 시
기에 한 국내외 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혼혈아동과 전쟁고아가 
주로 해외로 입양된 1960년  중반 이전의 한국 해외입양은 해외입양의 기
원에 한 이해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지만, 이후의 본격적 해외입양 증가에 

한 설명을 포함한 전반적 한국 해외입양 특수성에 한 설명은 여전히 과
제도 남아있다.

   ③ 정치체제 요인과 사회문화적 가부장성 관련 연구

 한국 해외입양이 도입된 초기인 한국전쟁 전후에서 1960년  중반 시기까
지의 해외입양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혼혈아동과 전쟁고아가 
중심이 된 해외입양 시기 다. 그러난 한국 해외입양의 특수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1970년 이전의 시기는 전체 해외입양 규모와 성격, 역사사회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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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가장 많은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던 1970년 이후나 1980년 의 
상황과 크게 달랐다. 그런 면에서 한국 해외입양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서 던져진 과제가 바로 1970년 를 전후한 시기와 그 이후 지금까지 해외입
양이 왜 그렇게 늘어났으며, 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이 시기의 해외입양 증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왔는데, 하나는 박정희 체제와의 관련성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의 가부
장성과의 연관성이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한 박정희 정부 시기는 
해외입양이 증가한 주요한 시기 다. 이 시기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분
단・냉전 상황 속에서 진행된 근 화, 경제개발 집중 속에 복지의 저발달 등 
당시의 박정희 체제와 한국 해외입양의 확 를 연관해 설명하는 연구(이명
호, 2013; 조가은, 2019)가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조가은(2019)의 연구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해외입양 정책이 근

화 구상, 해외입양기관, 국제 사회와 국내 사회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
고 체계화되었다고 설명하 다. 특히 근 화 구상과 관련하여 경제발전에 저
해되는 구성원의 사회권을 부정하 고, 해외입양기관과 한국 정부가 사회복
지 회피를 위해 해외입양을 추진하 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 사회적 측면
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유지되면서 이들 요소들이 상호 
관계 속에 해외입양이 지속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해외입
양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형성된 이들 근 화 구상과 한국 사회의 담합적 요
소를 이후 지금까지 적절히 제한하는 데 실패하면서 오늘날까지 해외입양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 다. 
 한편 1970년  이후 한국 해외입양의 증가, 특히 비혼혈 아동의 해외입양에 

한 또 다른 설명 방식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가부장성과 그로 인한 여성 특
히 해외입양 친생모로서 미혼모에 한 억압과 차별과 해외입양 간 상관관계
에 주목한다. 앞선 박정희 체제에 의한 설명이 정치경제적 조건으로서 친생
모와 해외입양인을 억압하고 강제하 다고 본 반면, 사회문화적 가부장성 측
면에서 가족문화로서 유교적 혈연중심주의, 호주제와 가족법적 모순에 의한 
여성・모성에 한 차별로 인해 해외입양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
명한다. 이러한 가족문화적 측면에서 해외입양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윤택
림(2005) 탐색적・제언적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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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여성으로서 해외입양 친생모, 친생모로서 미혼모에 한 해외입양 연
구(권희정, 2013; 권희정, 2014; 정소라, 2015; 강태인, 2014a; 강태인, 
2014b)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 가운데도 근  이후의 한국 가족문화 속
에서 미혼모성의 변화를 살핀 권희정(2013)의 연구 근 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 별로 ‘미혼모성’을 어떻게 인식하 는지, 또 미혼모성에 관한 담론은 어
떻게 변화하 는지를 설명해 내었다. 특히 권희정은 기존에 별개의 역으로 
다루어지던 한국의 미혼모 연구와 해외입양 연구를 함께 살피면서, 미혼모성
이 부계혈연 중심적 사회 속에서 점차 병리적 모성으로 범주화되어 갔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해외입양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문화인류학적 관
점에서 분석해 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앞선 박정희 체제와 관련된 연구는 거시적 체제로서 정치, 외교, 해
외입양 정책 간 관련성을 설명해 낸 의의가 있지만 당시 시 적 상황에 한 
이해나 당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과 선택에 해 질문
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후자인 사회문화적 가부장성, 부계 남
성중심적 가족문화 속에서 미혼모와 해외입양 친생모의 차별에 한 연구는 
그 동안 해외입양 연구에서 오랫 동안 침묵 속에 머물던 미혼생모를 통해 한
국 해외입양의 특수성과 관련 역사를 설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해외입양 친생모 관련 자료와 기록으로 인해 당시의 친생모에 한 
이해나 해외입양 친생모 경험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공백과 과제가 남겨져 있다.

  (3) 해외입양 친생모에 관한 연구

 해외입양의 입양삼자(adoption triad)로서 친생부모(birth parents), 해외입
양인(child), 입양부모(adoptive parents)에 한 국내연구는 해외입양인에 

한 연구가 부분을 차지한다. 친생부모나 입양부모 가운데는 친생부모 특
히 친생모에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7). 이는 해외입양의 입양부모가 국

7) 한국에서 친생부에 한 인식은 2010년  이전까지 친생부의 친생부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친생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로서 의무
와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저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생부 단독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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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구의 상이 되기에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크게 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입양국 국내에서는 오랜 동안 한국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 해외입양 친생부모로
서 친생모에 한 연구도 해외입양이 입양상담과 미혼모 상담사업이 도입된 
1970년  초반부터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해외입양 친생모로서 미혼모 연구가 시작된 1970년  초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는 해외입양을 보낸 친생모는 당시 사회적 해외입양 친생모에 한 
비난과 함께 자신의 자녀를 기르지 않고 입양 보낸 어머니에 한 낙인이 강
했던 관계로 친생모가 자신의 입양 경험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당시에 이루어진 친생모 연구는 익명성을 전제로 해외입양 친생모와 동일시 
되었던 미혼모를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주제는 ‘해외입양으로 자녀를 
보낸 미혼모는 누구이며, 왜 미혼모가 되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었다. 이 질
문을 입양상담소나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통하여 그들의 가족
관계, 연령, 학력, 직업과 출신 지역 등 개인적 특성에 한 통계적 접근을 
통한 설명을 시도하 다. 이러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미혼모의 발생 이유를 
규명하고 설명해 냄으로써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제되
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9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미혼모에 한 인식 및 연구 관점은 조
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왜 미혼모가 되는지, 또 어떻게 미혼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질문에서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예방
보다 ‘보호’의 상으로서 미혼모에 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

녀를 인지하고 양육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친생부가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규
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연구에 해당하는 1960
년  중반부터 1990년  초반 시기는 주요한 입양결정 주체가 기혼생모의 경
우에는 부부 공동의 결정이었지만, 적극적인 친생모의 결정이거나 일방적인 친
생부의 결정인 양자 모두의 경우에 기혼생모의 의사의 여부가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미혼생모의 경우 부분 미혼생부의 동의가 많은 경우 생략되거나 
체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주요한 입양결정 친생부모로서 미혼생모에 주목하는 
것이 해외입양 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피는데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친생부모의 입양 결정을 친생모에 한 연구로 좁혀서 살피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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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70년  이후 지속되어 온 입양을 보낸 친생모로서 미혼모에 한 사회
적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체로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들로 구
성된 이 시기의 미혼모들에 해서 어떠한 보호와 상담을 제공하고, 어떻게 
정서적 회복을 도울 것인지, 출산 이후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할 것인가에 
한 연구로 (김만지, 2001; 성정현・김지혜・신원우, 2011; 윤미현・이재연, 
2001; 이명순・박주현, 2008)가 진행되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미혼 상태의 
임신을 한 여성으로서 미혼모는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것을 체로 전제하고 
있었다. 
 이처럼 입양을 보낸 입양친생모로서 미혼모에 한 연구는 2000년  후반
을 기점으로 점차 미혼모에게 양육과 입양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다. 
즉,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입양이 아니라 양육과 입양을 고려하고 선택하
는 것을 전제로 보호의 상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미혼모에 한 관점이 변
화하게 된 것이다. 2000년  후반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당연히 ‘입양’을 보
내야 하는 존재로서 미혼모에 한 인식이 변화하고, 동시에 ‘양육의 권리’를 
가진 미혼모로 제도적 접근 관점이 변화하면서 과거의 친생모에 한 낙인과 
비난이 상 적으로 완화되는 상황 속에 이전까지 오랜 동안 침묵 속에 잊혀
져 있던 해외입양 친생모가 공적 담론장에 등장하 고, 이들 한국 해외입양 
친생모들에 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들 해외입양 친생모에 한 
연구는 자녀를 해외로 입양 보내고 난 이후의 고통과 후회, 그리움, 기다림
과 죄책감 등 떨칠 수 없는 이산의 아픔에 한 연구(강태인, 2014a; 강태
인, 2014b; 김호수, 2008; 최승희, 2008)가 진행되었다. 이후 실제로 미혼모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양육미혼모의 수가 꾸준히 증가8)하고 있다

연도
연령

2016 2017 2018
미혼모 미혼부 미혼모 미혼부 미혼모 미혼부

계 23,936 9,172 22,065 8,424 21,254 7,768
20세 미만 435 28 377 10 317 6
20~24세 1,979 355 1,724 284 1,579 197
25~29세 2,942 434 2,507 395 2,498 392
30~34세 3,960 903 3,286 719 3,047 622
35~39세 4,853 1,613 4,672 1,437 4,550 1,283
40~44세 4,126 2,041 4,010 1,813 3,969 1,636

<표 1> 미혼 한부모 수와 연령별 분포 (2016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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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양육미혼모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자
립지원 부족과 미혼모에 한 부정적 인식인 것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결혼이라는 제도적 관계 내의 임신과 출산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
는 한국 사회의 성・가족규범 속에서 실제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가 체감하는 
일상적 생활에서의 사회적 인식과 시선은 아직 그다지 긍정적, 지원적, 수용
적이지 못한 현실이지만 2010년을 전후해 미혼모 모성권리, 양육미혼모에 
한 양육지원 제도와 미혼모의 인권 및 미혼모 가족지원에 한 연구(강은화, 
2006; 정현미, 2011)가 진행되었고, 동시에 그러한 기존의 친생모 연구는 제
도와 경험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이 미혼모 모성에 한 제약과 
차별을 통해 어떻게 해외입양의 지속과 확 로 이어졌는지에 한 질문에 
한 출생국 한국의 맥락과 역사 속에서 미혼모 모성에 한 부정적 인식, 차
별적 시각, 고정관념 형성 과정에 관한 역사적, 제도적 경로에 한 연구(성
정현・김희주, 2016; 이미정, 2011; 최승희, 2008)로 확 되어 왔다.

 이와 같이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친생모 연구는 주로 미혼생모와 해외입양과
의 관련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냈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지금껏 여러 연구들은 해외입양 친생모를 미혼생모로 한정하여 접근함으로써 
기혼생모에 의한 해외입양 경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왔다. 해외입양 친생모
와 관련된 주요 연구는 체로 친생모 집단 가운데 미혼모로서 해외입양 친생
모가 된 미혼생모의 사례로 한정해 온 한계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미혼
생모와 함께 기혼생모를 포함하여 해외입양 친생모의 집단별 특성과 구성, 입
양결정 양상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45~49세 3,166 2,016 3,147 1,964 3,058 1,834
50세 이상 2,475 1,782 2,342 1,802 2,236 1,798

8) 자료: ① 2016년, 2017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263. 원자료: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② 2018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37. 
원자료: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한편, 정부는 2015년 이후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통계를 제시
하기 시작하 다. 먼저 미혼모는 2015년에는 24,487명, 2016년 23,936명, 2017년 
22,065명으로 발표되었으며, 미혼부는 10,601명, 9,172명, 8,424명이었다. 이 자료
는 통계청이 인구총조사의 일환으로 집계하여 발표한 최초의 공식 미혼 한부모 통
계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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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한국 모성의 변화라는 주요한 역사사회적 변화와 관련시켜 한국 해외
입양 친생모와 해외입양을 설명해 갈 필요가 있다. 주로 미혼생모로 표되는 
친생모의 경험을 중심으로 개별적 입양양상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앞으로는 해외입양 당시의 친생모의 입양결정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증가
하고 감소하게 되는 사회와 제도, 역사적 층위에서 친생모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 해외입양 친생모를 시기별로 표적 친생모 집단을 선정하
고 이를 분석한 김호수(2015)의 연구는 기지촌여성-여공미혼모-10 미혼모로 
범주를 시기별로 제한함으로써 통시적 해외입양 친생모의 변화와 한국 시 적 
조건을 연결해 내었다. 이는 해외입양 친생모의 개별 경험에 주목하기보다 그
러한 결정을 하게 된 사회적 맥락과 친생모의 특성을 살핀 점에서 추후에 더
욱 확 될 필요가 있으며, 친생모의 입양결정이 구체적 해외입양 증감 추이와 
연결시키는 연구와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입양 친생모 연구는 체로 해외입양 친생모를 해외입양 관련 제
도적 모순과 사회적 억압에 의해 자녀를 ‘빼앗긴’ 혹은 상황에 의해 ‘강요된’ 
선택으로서 자녀를 포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그러한 측면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희생과 빼앗김, 포기와 강요를 통한 친생모의 극단적 
억압이란 설명만으로는 해외입양 친생모들이 자녀를 왜 입양 보냈었는지, 또
한 한국은 왜 자국의 아동을 지속적으로 자국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내었는
지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해외입양을 보낸다는 것이 일시적 경험으
로 완료되거나 잊혀져버리는 경험이 아니며, 입양결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친
생모에게 가져오는지를 단순히 기존의 친생모 관점과 같이 가부장적 낙인의 

상이자 비모성적 존재가 아닌 모성적 행위자로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자원

  (1) 해외입양 입양모와 친생모의 모성: 여성주의 모성이론의 관점에서

   ① 입양모 모성: 생물학적 모성의 강조와 입양모 모성의 불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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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자 러딕(Ruddick, 1989)은 『모성적 사유(Maternal Thinking)』에서 모성
적 실천(maternal practice)이란 생물학적으로 부여되거나 정의되기보다 양육
이라는 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생겨난다는 점에서 ‘모든 어머니는 입양모다(All 
mothers are adoptive)’라는 은유를 제시했다. 러딕은 임신 및 출산이 입양 
이후의 양육과 분리되어 있는 입양의 특수성에 의해 모성(motherhood)과 모
성적 실천이 갖는 철학적・사회적 본질이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입양은 양육, 출산, 임신 등 모성과 관련 여러 행위에 하여 제도
적・법률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역사적・문화적 과정에 의해 역할, 권리와 의
무가 분배되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모성과 부모됨(parenthood), 가족됨의 의
미가 부여되는지를 살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서구 여성학 연구자 가운데 자신이 입양모(adoptive mother)
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상가족 범주와 가부장적 모성 개념에 한 
안적 모델로서 입양모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하 다. 바르톨렛(Bartholet, 
1993)은 정상적 모성 규범이 여전히 임신과 출산을 강조하는 양상이 어머니와 
자녀의 생물학적 연결성이 없는 입양모의 모성에 한 온전하고 정상적 모성의 
범주로의 인식을 막고 있으며, 이는 입양과 입양 모성에 한 편견으로 지속되
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편 마호니(Mahoni, 1995)는 어머니와 자녀의 유전
적・생물학적 연결이 없이도 온전히 양육을 통해 수행되는 모성적 실천을 통해
서 충분한 모성(good enough mother)일 수 있음을 주장하며, 입양모 모성 연
구를 통하여 기존의 여성주의 모성 연구의 범주와 개념을 확 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제언하 다. 
 이후 2000년 초반부터는 앞선 선구적 문제제기에 이어 보다 실천적・이론
적・철학적 의미에서 모성과 입양모 경험에 한 여성주의 연구(Cassidy, 
2002; Park, 2006; Bordo, 2005; Brakman & Scholz, 2006)가 이어졌다. 
한편 입양모 모성과 입양모 경험에 한 여성주의적 연구는 서구 여성들이 점
차 직업적 경력을 위한 혼인 및 출산의 연기가 본격화될 뿐 아니라 비혼(非婚)
가족, 동성(同性)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들 가족에서 입양이 증가한 것이 입양모 모성에 한 여성주의 연구의 관심
이 증가한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의 입양모 모성에 관한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많은 경우 실제 자신들이 입양모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모성 개념을 새로이 재해석해내고자 하 다. 그 가운데 보르도(Bordo, 2005)는 
그러한 친생모와 입양모 간의 칭적 관계설정과 연결짓기는 입양모가 친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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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는 이유로 완전한 어머니는 될 수 없다는 상 적 열등의식을 강박적
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친생모와 입양모 사이의 차이에 한 
성찰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입양모들이 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고유한 존재로
서 아이를 위해 온전하고 고유한 어머니가 될 수 있으며, 이때의 입양모의 모
성은 친생모와의 차이로 열등하거나 불완전하기보다 오히려 더 나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갖는다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 다. 그러나 백인 
입양모로서 보르도는 자신이 입양한 흑인아동(흑인자녀)의 양육에 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면서 입양모가 되겠다는 자신의 결정이 편견어린 시선에 의해 얼
마나 쉽게 상처받고 손상되기 쉬운지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입양모 
모성에 한 고유성을 신뢰함으로서 이를 극복해간 경험을 연구로 담아냈다. 
 박(Park, 2006)은 입양모가 친생모에 비해 (생물학적 연결에 의한 비분리에서
는 어려운) 입양모로서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소유의 상으로서 자녀를 바
라보지 않을 수 있는 정치적・윤리적 강점이 있을 수 있음을 자신의 입양모로
서 경험을 통해 성찰해 내었다. 이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섹슈얼리티 관점에
서 중요한 ‘자기 결정(Self determination)’의 중요성이 어머니됨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입양모가 되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입양모가 되기를 선택한 
것일 경우, 그 의미는 생물학적 출산을 통한 어머니만을 정상적 어머니로 규정
되는 모성 규범의 기존 역을 해체하고 여성주의적 주체성과 자기 결정을 통
해 어머니됨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서 입양
모 모성을 선택이 갖는 여성주의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확 시켰다.
 

   ② 친생모 모성: 출산에 딸린 양육 의무와 비(非)양육 친생모 비난

 웨인렙과 콘스탐(Weinreb & Konstam, 1995)은 1990년  중반 당시까지 
미국 내에서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친생모가 아이를 입양보내었지만, 입양 경
험이 사적인 비 로 여겨지는 특성상 그들은 누구인지, 그 수는 얼마나 되는
지에 해서는 어떤 명확한 정보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제한적으
로 소수의 연구만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 연구를 통해 친생모들이 
경험한 깊은 상실감과 슬픔, 정신적 고통에 한 연구(Deykin, Campbell & 
Patti, 1984; Lancette & McClure, 1992; Sorosky, Baran & Pannor, 
1978)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1990년 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입양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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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속에서 입양 담론 내에서 친생가족, 특히 친생모(birth mother)는 오랜 
동안 부정적 낙인과 편견의 상으로 머물러 있었으나,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제도적 구조와 현실에 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 
되었다(Dowd, 1994). 
 미국에서 1990년 에 접어들면서 국가간입양은 물론 미국 내에서 과거 입양
을 보냈던 친생모들에 한 시각이 변화면서 관련 연구가 확 되었다. 즉, 입
양을 보낸 친생모들이 부도덕한 존재로서 편견과 낙인의 상이 아닌 가부장
적 사회와 제도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입양 이외의 선택지가 부재한 상황 속
에서)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양 보내야 했던 희생자로 인식되면서 과거 
미국 내에서 입양을 보낸 친생모에 한 연구(Kunzel, 1993; Solinger, 
1992)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서구 국가에서 자녀를 입양보내었던 친생모에 
한 부정적 시선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비백인(유색인) 친생모에 

한 부정적 인식은 지속되었으며, 국가간입양에서 출생국의 (마찬가지로 비
백인의) 친생모에 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랜 
동안 국가간입양에서 친생모에 한 사실 또한 오랜 기간 친생모에 한 낙인
의 이면에 가려져 왔다. 흔히 제3세계의 국가간입양으로 자녀를 입양보낸 친
생모는 흔히 부도덕하거나, 가난하거나, 문란한 여성이 낳아서 버린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버려진 아이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기 위해 국가간입양이 필
요하다는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친생모들에 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나 사실 확인을 하려는 노력이 수행되지 못했고, 이러한 기록
과 기억의 공백은 결국 입양 당사자 가운데 친생부모, 특히 친생모에 한 기
록과 지식이 왜곡되는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 한편 파브로빅과 뮬렌덜, 아
리스(Pavlovic, Mullender & Aris, 2005: 251)는 이처럼 국가간입양 친생모
의 자녀 유기 담론이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모성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것
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친생모가 아이를 버린 것이라기보다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친생모를 내몬 것으로 아이가 아닌 
친생모를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 다. 
 전 세계적으로 규모의 국가간입양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국가간입양 친생모 및 친생가족에 한 기록과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
이지만, 2000년 에 접어들면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가간입양 및 인종간입양
의 친생모에 관한 연구(Fonseca, 2003; Fonseca, 2011; Gibert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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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ögbacka, 2016; Högbacka, 2019; Yngvesson, 2003; Yngvesson, 2010)
가 확 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서구의 입양모들로서 서구의 입양모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입장에 머물지 않고, 국가간입양 연구이자 입양모 모성 연구
의 연장으로서 친생모 모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00년 를 전후로는 입양
모로서 여성학 연구자들이 국가간입양・인종간입양으로 자녀를 입양 보낸 제3
세계 친생모에 한 여성학적 성찰을 시작하 는데 이들 연구는 불평등한 세계 
속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격차가 입양모는 물론 친생모의 입양결정과 경험 모두
에 끼치는 향을 주목한다. 입양모로서 인종간입양의 부정의와 불평등에 관한 
성찰 및 친생모 연구로는 잉베손(Ynvesson, 2010)의 『Belonging in an 
Adopted World: Race, Ident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입양된 세계
에 속하기: 인종, 정체성, 그리고 초국가적 입양)』과 훼베카(Högbacka, 2016)
의 『Global Families, Inequal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 The 
De-Kinning of First Mothers(글로벌 가족, 불평등 그리고 초국가적 입양: 친
생모 혈연의 단절)』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 연구는 국가간입양이 갖는 구조적 
측면으로서 국가, 인종, 계급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친생모의 입양결정에 이르
게 하는지 그리고 국가간입양이 의도하지 않게 식민주의의 연장에서 어떠한 불
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북반구(the Global North) 국가와 남반구(the Global 
South)를 경계로 형성되는지를 드러내었다. 특히 훼베카(Högbacka, 2016)는 
남아프리카 입양기관의 상담사와 국가간입양 친생모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어떠
한 과정에서 입양가능한 아동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로인해 친생모는 어떠한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하는지를 분석하 다. 특히 흑인 입양자녀를 통해 이어진 
백인 입양모와 흑인 친생모 사이에 존재하는 개별적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인종, 계급, 국적에 따른 특징들에 주목하며 국가간입양의 관점을 북반구의 
입양국이 아닌 남반구의 송출국의 시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 다. 이를 통
해 친생모와 송출국의 시각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국가간입양의 이면을 
분석해 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9). 

9) 주요한 국가간입양 송출국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를 해외입양 보낸 친생모 경험에 
한 성찰은 지금껏 아이를 버린 어머니, 혼혈아를 낳은 기지촌 여성, 도시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노동자로서 10  미혼모로 정형화되어 오면서, 일탈한 존재
거나 비맥락적으로 접근되어 왔다. 표적으로 오랜 동안 한국에서 표적인 친생
모로서 미혼모는 가족 제도의 부계・남성중심적 성격에 의해 아버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에 의해 아내가 되지 않은 어머니에게 정상적 어머니 지위를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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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모성에 한 여러 다양한 규정 속에는 여러 공통점과 차이가 내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런 점에서 모성은 시 에 
맞게 고안된(invented) 개념으로서 시 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며, 다
르게 제도화되고 경험될 뿐 아니라 담론화 된다. 그런 점에서 모성은 ‘사회적 
구성물’이자 젠더 정치의 핵심적 역을 구성한다(조은, 2004). 그런 점에서 
가부장적 체제 내에서 형성된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은 본질적으로 어머니이
며, 아이 양육은 일차적으로 동시에 전적으로 어머니의 사적 책임이라고 전제
한다. 즉 아이는 전적으로 어머니가 키워내고 만들어내어야 하는 존재로 여긴
다. 이때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초점은 어머니가 아닌 아이에 맞추어져 
있다. 즉 어머니의 모성은 아이를 위한 도구적 존재이며, 모성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모성의 도구적 존재성이 곧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자 책임이라
고 전제한다(이연정, 1999; 이정옥, 1999). 
 모성 이데올로기는 모든 여성은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
장 우선적인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전제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더 나아가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며, 가정에서 여성의 임무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이들
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수많은 사회에서 모성 이데
올로기는 여성에게 억압적이며, 어머니의 기본적인 권리를 자녀의 안녕을 위
해 필요 이상으로 포기하고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아이의 이해는 어머
니의 이해와 궁극적으로 립적 관계로 구성해놓고, 그 둘 사이의 이해를 
립시킨 사회적 설정과 배치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아이의 이해를 위
해 어머니의 이해를 희생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성 이데올로기의 특성이다. 오레일리(O’reilly, 2009)는 자연적이고 집
중적인 어머니 노릇(natural-intensive mothering)과 권한 없는 책임
(powerless responsibility)을 가부장적 모성의 두 특징으로 꼽았다. 이러한 
본질적으로 어머니로 태어나는 여성에 한 전제, 집중적인 동시에 희생적이
고 또한 권한이 부재한 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완벽한 어머니에 한 환상의 
이면에는 완벽하지 못한 어머니에 한(사실상의 모든 어머니에 한) 비난이 

않았던 오랜 가부장적 모순에 의한 것으로 설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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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존한다. 그 결과 자녀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에 한 비난은 어머니에
게도 향하게 된다.
 반면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모성은 기본적으로 어머니 위치의 여성이 살아가
는 삶 전반에 관심이 있으며, 어머니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조건이 여성의 자
율성 혹은 여성의 종속에 어떤 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회문화
적 환경, 정치경제적 제도, 양육관련 지식과 제도, 아이와 어머니의 상호 관계
와 향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상호 관계에 한 관심은 모성 이데올로기
에서 아이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모성은 어머니
와 아이와 등한 행위성을 가진 존재이며, 그 둘 사이의 관계에 향을 주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으로서 젠더 구조 속 모성 자체의 경험에 모아진다
(Glenn, 1994; 이경아, 2009).
 러딕(Ruddick)은 모성적 실천(maternal practice)으로부터 생겨나는 여성 
고유의 사유 형식을 개념화하여 철학적 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어머니를 
본능적 사랑을 외부로 발현시키는 존재가 아닌, 숙고를 통해 더 나아가 자신
의 사유를 통해 지배 질서에 비판적 정치학을 수행할 수 있는 비판적 행위자
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한편, 러딕의 모성적 실천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갖는 
보편적 요구로서 첫째, 인간 생명의 취약성(vulnerability)에서 비롯된 보존
(preservation)의 요구, 둘째, 인간 잠재력의 복합성에서 출발하는 성장
(growth)의 요구, 셋째, 인간 존재로서 아이의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된 ‘사회
적 수용가능성(social acceptability)’을 제시하고 있다. 러딕은 이러한 자녀의 
세 가지 요구는 어머니에게 각각 ‘보호(preservative love)’, ‘양육
(nurturance)’, 그리고 ‘훈육(training)’이라는 활동을 부과한다고 설명하 다. 
이러한 세 가지 보편적인 요구는 각 문화권마다 집단적, 개별적으로 차별적인 
전략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러딕은 이러한 문화적, 집단적, 개별적 차이
를 전제로(혹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성 활동은 이런 세 가지 요구 모두에 
반응하고, 각 요구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발생할 경우 협상해내기 위해 사유
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모성적 사유(maternal thinking) 
개념을 통하여 러딕은 젠더, 계급, 인종 등 다층적인 사회관계들을 가로질러 
어머니-아이 사이의 고유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관계
와 경험을 통하여 모성실천에서 자라난 고유한 형이상학적 태도, 인지 능력, 
도덕적 감수성을 설명해냈다(Ruddick, 1989; Tronto, 1993; 이경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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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앞서 살펴본 입양모 모성과 친생모 모성, 두 모성 모두 가부장적 체제하에서 
형성된 모성 이데올로기로 볼 때 각기 불완전한 어머니에 속한다. 전자인 입
양모는 모성의 출발점으로서 생물학적 임신과 출산에 의하지 않은 모성으로서 
불완전하다고 여겨지며, 후자인 친생모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머니 역할을 다하지 않은 부도덕한 모성으로 여겨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성 이데올로기에 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한국 
해외입양 친생모에 한 여성주의 모성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해외입양 친생모가 여성주의 모성적 행위자로서 성격을 가짐을 보이고, 이러
한 가부장적 관점의 친생모 낙인과 배제를 극복해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
존의 친생모 담론이 전제하고 있던 친생모 모성 ‘부적합성’을 구성하 던 제
도적 조건, 사회적 인식과 담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해외입양 친생모가 모성 주체로서 한국 해외입양의 양상에 주요한 행위자
(agency) 을 뿐만 아니라, 친생모의 입양결정을 통해 당시의 억압과 차별 속
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며,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자녀로 자랄 수 
있기를 모색하고 실천한 어머니들이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처럼 모성적 존
재로서 해외입양 친생모 접근과 인정은 가부장적 시선과 편견에서 비롯된 사
회적 낙인의 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간입양 연구의 관점 전환과 출생국 맥락의 중요성

   ① 인도주의적 구원에서 윤리적 접근으로
 
 국가간입양은 국경을 넘은 아동의 입양을 통한 이주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주와는 물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과는 구분된다. 특히 초기의 국가간
입양이 시작된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 전 직후의 상황에서 국가간입양은 
난민 아동에 한 구호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Briggs, 2012; Choy, 2013; 
Melosh, 2002). 한편 초기 시기의 국가간입양이 제2차 세계 전의 패전국이
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주요한 송출국이 1960년 에 접어들면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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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3세계의 아시아와 남미 지역의 국가들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국가간입양
은 제1세계인 미국과 서유럽 지역의 국가로 제3세계 국가의 아동이 입양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송출국과 입양국의 정치경제적 격차는 국가간
입양을 가족이 없는 가난한 제3세계의 고아들에게 서구 백인 입양부모의 사랑
과 보살핌, 그리고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원’이자 인도주의적 실
천으로 인식하도록 했다(Carlson, 1988; Saclier, 2000). 
 이러한 국가간입양이 인식되던 양상을 잘 반 한 것이 한국전쟁에 이은 또 
하나의 아시아에서의 전쟁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아동 공수 작전
(Operation Baby Lift)’이다. 미국은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을 앞두고 
베트남의 ‘고아’들을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구원하고자 천9백여 명의 베트남 
고아들을 미국으로 수송하여 가정으로 입양시켰다. 이와 같이 아시아 국가의 
가난, 이념,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공백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는 의미
에서 이후에도 주된 국가간입양 담론으로 자리한다(Cheney, 2014). 그러한 
구원으로서 국가간입양은 1970년 에 접어들면서 아시아는 물론 남미 지역 
국가가 새로이 송출국이 되면서 내전과 빈곤으로부터 고아들을 구원한다는 인
식으로 확 되어 갔다(Weil, 1984). 이후 1980년  후반 사회주의 체제가 붕
괴하면서 구소련과 동유럽, 중국 등 구 사회주의 국가 아동의 국가간입양이 
본격화하 다(David, 2011).
 규모 면에서 국가간입양은 1970년 와 80년 를 거치면서 꾸준히 확 되어 
단순히 송출국의 아동 구호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점차 입양국의 아동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국가간입양을 통해 
송출국에서의 문제들과 분리되는, 즉 완전한 해결책으로서 국가간입양이 인식
되던 양상에도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단절에 하여 
‘문화적 학살(cultural genocide)’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종간입양이자 국가간
입양 경험이 단순히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를 구분하고 전자의 국가로 이
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요소들 가령, 입양되는 아동의 가족, 친
족, 언어, 문화, 전통과 같은 고유한 집단적 특성이 입양아동에게 갖는 의미를 
더욱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인종적으로 다른 백
인 중심의 사회에서 유색인이자 국가간입양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따른 적응 
및 정체성 문제에 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하 다(Fronek, 2009).
 한편 송출국에서 사회, 정치적 요인에 의해 고아가 아닌 아동이 입양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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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이 친생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가난으로 인해 입양되는 사례나 납치, 
아동매매 등의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었다. 이로써 국가간입양을 결정하는 과
정에 작용하는 송출국 사회와 국가, 문화와 제도적 차원에 해 주목하게 되
었다. 이는 ‘어떠한 아동이 입양 가능한 아동인가’, 또 ‘어떠한 아동에게 입양
이 필요한지’를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② 비판적 연구의 흐름과 출생국 맥락의 중요성

 국가간입양은 2000년  중반을 지나면서 이전의 윤리적 입양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비판적(critical)이고, 다학제(interdisciplinary)적이며, 복합적
인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해갔다. 이로서 기존의 젠더, 인종, 민족, 계급이 복합
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는 권력(power)적 관계로 국가간입양을 바라보면서 기
존의 국가간입양에 한 주류적 시각에 도전하기 시작했다(Homans, 2018). 
이러한 비판적 국가간입양 연구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찬성과 반 를 넘어
설 것을 주장하며, 국가간입양에 내재된 복합적 권력의 향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국가간입양 경험이 기존의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이주와 적응, 
동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기보다 일생 동안 이어지는 상호적 경험이라
는 입장을 갖는다. 특히 입양인이 입양되기 이전에 어떠한 동기로 입양되는
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록을 포함한 친생가족에 관한 정보 등에 한 입양
인의 권리 등 입양 이전과 이후의 여러 제도적, 사회적 요소들이 입양인에게 
미치는 향에 특히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입양국 중심의 관점이나 
입양부모 중심의 접근에 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자 하며, 다양한 측면에
서 출생국 친생가족 등 입양 이전 상황에 해서도 관심을 갖는다(Wesseling, 
2018). 
 마이어스(Myers, 2018)는 비판적 국가간입양 연구의 네 가지 특징을 ‘간학제
성’, ‘교차성’, ‘비교・관계적 접근’, ‘다각적 이해관계’로 규정한다. 첫 번째로 
간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은 입양 연구는 사회복지 역이나 심리학적 측
면에서 실천적 학문으로 인식되어 오면서 관련된 감정과 심리의 이해에 기여
해 왔지만, 점차 역사적으로 국가간입양의 실천과 연구에 나타나는 불평등을 
강화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식, 재현, 구조적 권력의 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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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목하며 다학제적 접근을 모색한다. 두 번째로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은 인종,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범주들이 분
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동시적으로 국가간입양 경험과 정체
성, 구조적 불평등을 형성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고아(orphan)’라는 용어
가 역사사회학적 의미를 갖는 교차적 용어로서 규정되고 변화되는 양상에 주
목한다. 세 번째로 비교・관계적(comparative-relational) 접근의 강조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입양인, 입양부모, 친생부모를 따로 분석하 다면 이러한 
관계적 접근을 통해서는 각각의 경로가 형성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네 번째, 다각적 이해관계(multifaceted stakes)는 전문가로
서 입양부모와 입양 관련 전문가에 의존하기보다 진실, 경험이 형성될 때 강
력한 관련자가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또한 작가와 예술가, 시인은 국가간입양
의 고통, 행복, 복합성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국가간입양에 있어서도 강조한다. 이는 어떠한 아동이 입양될 수 있는 아동
인지를 결정하는 출생국의 제도, 사회, 문화적 측면과 친생가족이 받을 수 있
는 지원에 따라 그러한 입양결정이 크게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
면서 더더욱 출생국의 입장과 상황, 결정이 국가간입양에서 모두가 지향하는 
‘올바른’ 윤리적 국가간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생국의 상황에 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의 확 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국가간입양 연구에서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요한 출생국인 한국에 한 관심이 여전히 높
지만 국내의 연구는 아직 제한적 자료와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주
로 국외의 연구자들, 특히 한국계 해외입양인 연구자들과 한국계 국외거주 연
구자들에 의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충실한 출생국 관점과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제는 중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3절. 연구대상 및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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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준

구분

혼인 
유무

배우자 유무, 혼인지위 
및 연령별 구분

친생모 유형별 명칭

해외
입양 

친생모

기혼생모

유배우
초혼 기혼 생모,

재혼 생모재혼(재혼 이상)

무배우
이혼 이혼 생모

사별 생모
별거 생모, 가출 생모

사별
별거, 가출 

미혼생모 무배우
25세 미만 청소년 미혼생모
25세 이상 성인 미혼생모

<표 2> 친생모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명칭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살피는 해외입양 친생모는 아래 <표 2>에 분류한 바와 같이 혼
인 지위나 연령의 측면에서 다양한 여성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전제한다. 지금
껏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해외입양을 보낸 친생모는 미혼모. 특히 어린 10
의 미혼모일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연령과 혼인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해외입양 친생모가 되었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 친생모는 미혼생모와 기혼생모를 아우르는데, 이때 기혼의 친생모를 기혼
생모로, 미혼의 친생모를 미혼생모로 지칭할 것이다. 그리고 기혼생모는 다시 
배우자 유무와 혼인 관계의 변동에 따라 유배우 기혼생모(기혼 생모10), 재혼 
생모)와 무배우 기혼생모(이혼 생모, 사별 생모, 별거 생모, 가출 생모)로 구분
할 것이다. 또한 미혼생모는 연령별로 25세 미만을 청소년 미혼생모, 25세 이
상은 성인 미혼생모로 구분하여 지칭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분하여 사용할 주요 용어는 ‘미혼모’이다. 사전적으로 ‘혼인

10) 초혼 상태에서 유배우 기혼 여성이 자녀를 해외로 입양시켰을 경우에 ‘기혼 생모’
로 지칭할 것인데, 이는 포괄적 의미로서 혼인한 적이 있는 친생모를 의미하는 ‘기
혼생모’와 띄어쓰기에 있어 다른 방식을 통해 구분을 할 것이다. 즉, 혼인한 적인 
없는 ‘미혼생모’와 구분하여 혼인한 적인 있는 혼인한 적인 있는 친생모로서 ‘기혼
생모’는 ‘기혼’과 ‘생모’ 사이를 붙여서 표기하고, 기혼생모 가운데 유배우의 초혼 
기혼생모 가리킬 때는 ‘기혼’과 ‘생모’ 사이를 띄워서 ‘기혼 생모’로 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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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혼 상태의 임신 이후의 관련 미혼모 유형 및 명칭 구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여성(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69)’,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김희주・권종희・최형숙, 2012: 122)’으로 규정
된다. 한편 미혼모의 규정에서 ‘공식적 혼인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
나 출산한 여성’으로 규정할 경우 혼인 경험의 유무에 따른 미혼과 기혼이 
아니라 기혼이라 하더라도 법적 배우자가 아닌 생부와의 관계에서 출산을 한 
여성은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모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미혼모는 실제로 그 범주가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
신 이후에 혼인, 임신중절, 출산에 이르는지 여부는 물론 출산한 경우에 양
육을 하거나 입양을 하는 등 각기 다른 선택지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껏 이
러한 여러 유형의 미혼 임신을 한 여성을 구분 없이 모두 ‘미혼모’로 지칭하
면서 이들의 선택권과 내적 다양성의 삭제는 물론 그리고 이들에 한 제도
적 접근에서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 상태의 임
신에 해 각각 혼인을 했을 경우(혼인미혼모), 임신중절을 선택한 경우(임신
중절 미혼모), 출산에 이른 경우(출산 미혼모), 이후 양육하는 경우(양육미혼
모), 그리고 입양을 보낸 경우(입양 미혼모로서 미혼생모)를 구분하여 각 사
례에 맞는 미혼모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구분은 미혼상태의 임신 상황에서 미혼모에게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며, 그러한 선택이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이 없이, 미혼모의 
상황과 자기 의사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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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용어로 규정함으로서 그러한 결정을 한 미혼모의 선택권을 인정하
고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미혼상태에서 출산을 한 이후 
양육을 선택한 양육미혼모에 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많은 
경우 미혼모를 입양한(혹은 입양보어야 할) 미혼생모와 동일시하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미혼의 임신과 출산은 곧 입양을 보낼 아이
들로 인식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다양한 미혼모 용어들과 미혼생모를 상
황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11). 

 2. 분석틀

 본 연구는 첫째, 해외입양 제도 및 사회적 아동보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한국 해외입양은 정부가 법률 및 정책
적으로 해외입양을 추진하고 확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중단정책을 추진함으로
써 실제 해외입양 양상은 물론 본 연구에서 질문하는 친생모의 입양결정에 준 

향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각 시기별 정부의 해외입양 제도를 살피는 것으로 
당시의 친생모가 경험한 제도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해외입양 제
도는 구체적으로 출생가족 외 아동보호 제도(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아동보
호소, 국내입양)와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해외입양 정책, 해외입양 관련 기관)의 
시기별 변화와 상호관련성을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친생모가 처한 보다 구체적 맥락이자 입양결정의 실질적 조건으로서 시기
별 한국 사회의 모성 현실과 친생모 모성 관련 제도적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먼
저 친생모를 포함한 각 시기별 한국의 모성에 향을 주었던 모성 이데올로기와 
성차별적 가족제도가 반 된 시기별 가족법, 가족계획사업, 탁아(보육)사업의 변
동을 통하여 모권(母權)과 재생산권, 모성보호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 
모성 관련 제도를 통해 당시 사회적으로 어머니됨을 규정한 모성 이데올로기
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살피고 다음으로 친생모에게보다 직접적으로 향

11) 이와 같은 해외입양 친생모와 미혼모, 미혼생모, 기혼생모, 유배우 및 무배우 기
혼생모, 기혼 생모, 청소년 미혼생모, 성인 미혼생모 등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함
으로써 본 연구에서 다루는 친생모의 입양결정에서 수반한 제도적 조건의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 해외입양에 관련된 역사적, 제도적, 사회적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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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모 입양결정
향 요인 요인 범주 구체적 향 요인

해외입양 
관련 제도

해외입양 
정책・기관

해외입양 정책
해외입양 관련 기관
  (정부 관계 부처, 해외입양기관 등)

(출생가족 외)
아동보호 제도

아동상담소, 아동일시보호소
아동복리시설 ( 아시설, 육아시설 등)
국내입양 관련 법률 및 정책

친생모 모성의 
제도적 조건

(보편적)
모성 관련 법제

가족법과 모권(母權)
가족계획사업과 재생산권
탁아(보육)제도와 모성보호

친생모 관련
법제도

미혼생모 관련 제도・시설
  (미혼모 상담사업, 미혼모 예방사업, 미혼모 보호시설)
기혼생모 관련 제도・시설
  (빈곤・모자가정복지, 모자보호시설)

친생모・해외입양
에 관한 담론과 
사회문화적 재현

친생모에 관한 
담론과 사회문화적 

재현

미혼생모에 한 담론과 재현
기혼생모에 한 담론과 재현

해외입양에 관한 
담론과 사회문화적 

재현

해외입양・해외입양국가에 한 담론과 재현
해외입양가정・입양아동에 한 담론과 재현
해외입양 사고에 한 담론과 재현

<표 3> 친생모 입양결정을 둘러싼 조건들

을 준 친생모 관련 법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친생모 관련 법제도
로는 미혼생모 관련 제도・시설(미혼모 보호시설, 미혼모 상담사업)과 기혼생
모 관련 제도・시설(빈곤・모자가정복지, 모자보호시설)에 한 분석을 통하여 
기혼생모와 미혼생모가 각각 모성실천과 입양결정을 하게 되는 조건으로서 당
시의 관련 법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해외입양과 친생모에 한 인식을 각 시기별 인식을 중매체에 나타난 
재현과 담론을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당시 한국 사회가 인식한 해외입양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신문 기사에 재현된 기사내용, 기사 표제어, 보도사진을 통
해 분석한다. 이때 친생모들이 자녀의 해외입양을 고려하며, 해외입양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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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석틀: 친생모의 입양결정과 해외입양 

신의 자녀가 입양될 경우 어떤 기 를 하고, 때론 걱정을 하 는지를 주목할 것
이다. 또한 각 시기별로 자녀의 해외입양 결정을 내린 친생모에 한 사회적 담
론과 인식은 어떠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각 시기별로 누가 해외입양 
친생모가 되었는지, 그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주목하여 살피고자 
한다.
 넷째, 기존의 문헌 및 상( 화 및 TV 다큐멘터리)자료에 나타난 친생모 사례 
가운데 친생모의 입양결정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실제 해외입
양 친생모의 입양 당시의 상황과 입양결정 과정이나 이유를 중심으로 재구성하
고 분석을 시도한다. 다음으로 주요 해외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친생모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각 시기별 친생모의 구성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동
안 소수의 사례 연구나 단편적 통계로 흩어져있던 해외입양 친생모의 구성, 시
기별 특성을 사례와 통계자료, 각종 관련 기록을 통해 재구성을 시도한다. 이는 
지금껏 친생모는 10  혹은 어린 미혼생모와 동일시되어 왔지만, 실제 당시 입
양상담 통계와 기록에 따르면 친생모는 연령은 물론 혼인 지위, 입양 보내게 된 
이유 등에서 미혼생모뿐 아니라 상당수의 기혼생모의 자녀가 입양되었으며, 연
령별로도 20 와 30  이상의 비율도 상당히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친생모의 입양결정과 요보호아동 발생, 아동복지시설 아동, 해외입양 변화 간의 
연관을 통해 친생모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자녀의 입양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해외입양아동과 해외입양의 양적 증감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
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위 <그림 2>는 앞선 살핀 분석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분석틀은 먼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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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친생모의 입양결정에 향을 준 요인들(해외입양 관련 제도, 친생모 모성 관
련 제도적 조건, 친생모・해외입양에 관한 담론과 사회문화적 재현)의 복합적 
향 속에 집합적 해외입양 친생모의 증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각 시기별 해외입양 증감은 해외입양을 결정한 친생모의 입양결정의 증감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틀을 구성하 다.

4절. 연구 방법 및 자료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역사사회학적 연구방법과 여성주의 모성 연구 방법이
다. 해외입양과 해외입양 친생모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하려는 시기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며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할 때, 문헌연구 방법을 이용한 역사사
회학적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 다. 한편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를 활용하는 연구 특성상 연구자료의 생산자의 관점에 따라 같은 상에 관한 
자료더라도 그 설명과 통계의 내용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간의 편차는 오히려 각 생산자의 입장(가부장성과 여성관, 모성관 등)이 
반 됨으로서 생겨난 의미와 관점의 틈으로서 주목하고 그러한 차이를 여성주
의 연구를 통해 분석해 내고자 하 다.
 동시에 과거의 맥락과 상황에 한 접근이 어려운 점은 당시의 언론 보도의 
기사, 사진, 표제어 등과 구체적 친생모 사례에 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 
보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해외입양과 입양결정이라는 역사적・사회적・
제도적 현상이자 경험에 해 여성주의 관점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재구성하
다. 이를 통해 당시의 다양한 해외입양 친생모와 친생모의 자녀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 정부, 연구자, 기관과 시각은 어떠하 는지 살피고자 했다.
 한편 현재의 제도나 경험이 아닌 1966년부터 1992년 당시의 한국 사회와 해
외입양 친생모를 연구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례연구로 질적연구 방법을 통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기보다 문헌연구 방법을 선택하 다. 이는 자녀를 해외
로 입양 보낸 친생모의 경험은 단히 트라우마적이고 낙인화된 기억이어서 
현재의 시점에서 회고적인 인터뷰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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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 개의 접근 가능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당시의 복잡다단한 현실을 
일반화하는 것이 어려우며 더더욱 친생모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어떤 전형성을 
가진 사례를 선정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친생모들
이 처했던 조건과 그녀들에게 가능했던 행위적 선택지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
는지를 살피고, 한국 해외입양의 변화 추세를 이러한 해외입양 친생모 삶의 
맥락과 모성의 변화와 연관지어 보는 전략을 택하 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이전에 생산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각 자료가 
갖는 특징을 고려하여 연구 시기별로 어떠한 친생모의 구성과 입양아동의 특
성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주목하여 살폈다. 그리고 이를 각 시기의 친생모 관
련 통계와 비교는 물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
다. 이를 통해 개별 친생모의 입양경험 연구에서 지금껏 다루어지지 못했던 
해외입양 친생모의 변화 양상과 해외입양 아동의 관계는 물론 친생모의 입양 
결정이 기반을 둔 당 의 한국 사회의 모성의 조건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 다.

 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입양과 친생모를 살핀다. 지금껏 한국 해외
입양의 연구가 개별 경험에 한 사례연구나 제도 중심적 연구로 제한된 이유
로 무엇보다 관련 연구자료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많은 관련된 연구가 해외
입양 정책과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이 관련 자료가 이와 관련해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점차 국가기록원 해외입양 관련 기록물, 국무회의록, 
국회회의록, 법원판례, 신문기사 등의 자료가 활용되면서 그 범위가 확 되
었지만 제도나 담론 연구도 제도와 현실적 해외입양 증감과 특성 변화를 설명
하고, 당시의 다양한 제도들이 어떠한 실질적 친생모 및 해외입양, 아동보호 
양상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와 해외입양, 친생모와 관련된 실질적 통계자료
를 활용하고자 하 다. 해외입양 제도와 해외입양기관, 친생모, 아동복지 역
이 해외입양 증감과 어떠한 맥락 속에서 상호 관련을 맺으며 한국 해외입양 
과정과 역사성을 형성하 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료는 한국 정부 자료, 한국 해외입양 관련 기관(아동
복지기관, 외원기관, 해외입양기관) 자료, 친생모 관련 기관(미혼모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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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자료 출처

문헌자료

법률 및 정부 정책
 (국회회의록, 국무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판례, 
  국가기록원)
보건사회부 연보, 연감, 백서, 총람, 법무부 연보
여성백서, 여성・부녀행정 관련 문헌자료
민간 아동복지・해외입양・친생모 관련 기관(단체) 기록물
아동복지・해외입양・친생모 관계 연구논문 및 단행본
신문 기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매일경제신문 내 해외입양・친생모・아동복지 관련 보도)
해외입양인 자서전・수기집
해외입양・친생모 관련 인터뷰, 해외입양 상담사례집
해외입양인 및 해외입양 친생모 관련 연구 내 심층면접 내용

통계자료 해외입양 및 아동복지, 친생모 관련 정부 생산 통계

<표 4> 연구자료의 유형 및 출처

부녀상담소, 모자보호시설, 해외입양기관 미혼모 상담관련 자료) 자료, 해외입
양・친생모 관련 언론 보도자료, 해외입양인・친생모 관련 통계 자료 그리고 
해외입양인・친생모 관련 사례연구 자료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입양과 관련된 제도의 형성 과정과 정부의 응을 살피기 위해 국무
회의 자료, 국가기록원, 국회속기록, 국회 보건사회부 국정감사자료를 포함, 
각종 연보와 백서 자료(『보건사회연보』, 『사법연보』, 『여성백서』), 정부 생산 
정책 자료, 국회회의록과 국무회의, 및 정부 정책에 한 언론보도 자료를 활
용하 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 가운데는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문헌 자료들
을 새롭게 발굴하여 구성하 는데, 특히 1970년 중반 해외입양 감축 정책에 
관련된 자료 및 북유럽 지역으로의 해외입양 중단과 재개와 관련된 『고아 국
외(북구)입양, 1974-81』(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A0331850, 생산기관: 외교통
상부), 1980년  해외입양 자율화 시기의 해외입양 관련 보사부 작성 사업지
침 『입양사업지침 1978-1988』(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872941, 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등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 가운데 발
굴하여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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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백서, 여성・부녀행정 관련 통계
해외입양 및 아동복지, 친생모 관련 민간 기관 집계 통계
해외입양 및 아동복지, 친생모 관련 연구물 인용(집계/생산) 통계

사진, 상 및 
표제어 문구

해외입양 관련 TV 다큐멘터리 및 화
해외입양 관련 신문 기사 내 보도사진 및 표제어

 해외입양・친생모 관련 기관 자료인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홀트아동복지
회, 2005), 『 한사회복지회 50년사』( 한사회복지회, 2004), 『동방사회복지회 
30년사』(동방사회복지회, 2003), 『애란원 50년사』(애란원, 2010) 및 해외입양, 
미혼모 관련기관 홈페이지 내 자료를 분석하 다. 이들 자료는 정부 정책에서 
다루지 않은 실제 정책의 집행과정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로서 
지금까지는 다양한 기관 자료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아울러 살피는 시
도가 없이 기관별 역사 자료로만 여겨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관의 자료
를 통해 해외입양, 친생모 관련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적 실천, 그에 따른 성
과와 한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정책과 법률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던 지금까지의 해외입양・친생모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
국 해외입양의 실질적 전개과정과 정책적 결과를 밝히고 분석하는 본 연구의 
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해외입양・친생모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시기의 공식적 정
부 자료나 관련 기관의 자료, 연구물에 전제된, 그러나 기록되지 않았던 사회
적으로 해외입양이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해외입양을 하는 한국의 친생모나 해
외입양을 받았던 서구 국가나 입양가정에 한 한국 사회의 관점을 살피고자 
하 다. 이때 기사 내용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로 신문의 표제어
나 보도기사 자료에도 당시의 관점과 입장이 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 
비문헌 사진과 표제어의 재현 속에 나타난 당시 언론보도의 시점과 접근 방식
에도 주목함으로써 이를 당시의 시 적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 다.
 해외입양인・친생모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당시의 제도(법률, 정책)와 
민간 관련 기관의 사업 추진 과정, 사회적 인식이 실제로 어떻게 친생모의 입
양에 향을 주었을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 집단으로서 친생모 집단과 당사
자의 파악이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입양 연구의 오랜 공백과 과제
로 남겨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친생모에 한 접근성의 한계를 친생모가 
입양을 결정하고 해외입양기관 및 아동복지기관에 맡겨지는 아동의 추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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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와 현재 남아있는 일부 기관의 해외입양 친생모 통계 자료들을 분석하
여 어떠한 친생모 입양결정 특성과 친생모 구성(연령, 혼인여부, 입양사유)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재구성해내었다.
 해외입양인과 친생모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인 
기록이 생산되지 않았던 사회적 소수자 고, 정부에서 관련된 기록은 1975년
부터 1987년까지 발표는 물론 관계 기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금지된 지식이자 북한이나 선동세력에게 악용될 우
려가 있는 자료로 취급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금지 시기의 관련 자료의 확보
를 포함하여, 당시의 해외입양・친생모 당사자가 남긴 자료는 적고 이를 확보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당시에 생산된 해외입양・친생모에 관한 자료
를 활용할 때는 당시의 관점이 현재의 시점, 혹은 연구자의 관점과 차이가 있
을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 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차이와 관점의 차이를 인
정하고 최 한 자료가 생산된 당시의 시점을 파악하고자 하 으며, 신 그 
분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해석, 특히 여성주의 연구로서 본 연구의 관점에서 
비판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임을 밝혀서 구분을 하 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양한 층위의 문헌 자료, 신문보도 사진 및 표제어, 
상 자료, 통계 자료, (이전에 생산된) 심층면접 자료가 함께 주요한 자료로 활
용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두 연구 상인 한국 해외입양과 그 친생모
를 중심에 두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생모
의 입양결정을 살피고자 하는 연구 범주에 따른 것으로 특정 학문 분과의 관
점이나 생산 자료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맥락적 조건의 파악과 변화 과정을 살
피고자 하는 목적12)에 적합한 연구 자료를 선정하고 활용하고자 한 결과 다. 
 해외입양인・친생모 관련 사례연구 자료로 『피의 언어』(트렌카, 2004), 『다녀
왔습니다』(윤주희, 2007), 『나는 누구입니까』(세블룸, 2018) 등의 자서전, 
화, 다큐멘터리, 모국 방문 및 가족찾기 기록서, 해외입양기관의 상담사례집, 
미혼모 보호시설의 사례발표 자료, 해외입양 친생모 관련 연구논문 내 친생모 
심층면접 사례에 나타난 연구시기에 해외로 자녀를 입양 보낸 친생모의 사례
를 수집하여 당시의 친생모 현실과 사회적 조건, 입양결정 과정은 물론 각 시

12) 여성주의 연구로서 본 연구는 해외입양 친생모의 경험 자체에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개별적 경험으로서 입양 경험뿐 아니라 당시의 친생모들이 처했던 상황적 맥
락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구조,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성의 향에 함께 주
목하고자 하 다. 연구를 통하여 그러한 가부장적 조건 속에서 친생모의 모성적 주
체로서의 행위성을 주목해 해외입양 증감 양상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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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모 사례의 
자료 유형

친생모 사례 자료의 출처

해외입양인 
수기집

제인 정 트렌카(정경아)의 모, 『피의 언어』(2004)
윤주희의 모, 『다녀왔습니다』(2007)
캘리 진(이명희)의 모, 『37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2010)
리사 울림 세블룸(정울림)의 모, 『나는 누구입니까』(2018)

해외입양 상담 
사례집 및

친생모 사례 발표

홀트아동복지회 『상담사례집』(1988) 내 다섯 사례 (사례 3, 4, 6, 13, 14) 
한국부인회총본부 미혼모 세미나 자료집, 『윤락여성 및 미혼모에 한 
   자료집』(1996)14) 내 “애란원을 중심으로 본 미혼모의 현황” 발표 두 
   사례 (사례 2, 3)

논문 내 
심층면접 자료

강태인 연구논문(2014)15), "해외입양인 친생부모의 생애사 연구: 자녀
   찾기 경험을 중심으로" 내 연구참여자 한 사례 (연구참여자 N)
강태인 박사논문(201516)), 『해외입양인 생모의 모성정체성 구성에 관한
   생애사 연구』 내 연구참여자 여섯 사례 (연구참여자 N, A, B, C, D, E)
정소라 석사논문(2016), 『‘가부장’ 없는 가부장제: 한국 미혼모의 입양과 
   양육 실천』 내 인터뷰 참여자 두 사례 (인터뷰 참여자 A, B)

해외입양인 
화・TV 

다큐멘터리

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1991) 내 수잔 브링크(신유숙)의 모(이옥수) 
TV 다큐멘터리 『나의 이름은 신성혁』(2017. 5. 8, MBC 방송) 아담 
   크랩서(신성혁)의 모

<표 5> 친생모 사례 자료의 유형 및 출처

기별 친생모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 으며, 이러한 친생모의 변화가 해외입
양의 변화에는 어떤 향을 주게 되는지를 살피는 자료로 활용13)하 다. 아래 
<표 5>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별 자료의 유형과 출처를 
나타낸 것이다. 

13) 사례로서 다룰 스물 두 명의 친생모의 경우 각 사례자료의 생산자와 친생모 접근 
관점, 자료의 성격과 내용의 편차가 있다는 한계뿐 아니라,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
여 질문을 던지고 이를 분석하지 못하여 본 연구의 관심에 부합하는 내용을 충분
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로부터 55년 전인 
1966년부터 28년 전인 1992년까지 연구시기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생존해있는 
친생모가 다수일 수 있지만 심층면접을 통해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억에 의존하여 교차적으로 내용을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는 기존에 생산된 자료를 후향적으로 종합하여 분석하는 것
으로 한정하 다.

14) 한상순(1993) “애란원을 중심으로 본 미혼모의 현황 발표” 『윤락여성 및 미혼모에 
한 자료집』 4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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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신하여 각 시기별로 친생모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해외입양 친생
모의 시기별 특성과 구성의 변화하는 양상을 친생모 관련 통계와 요보호아동 
발생 통계, 해외입양 통계와 함께 교차적으로 살핀다. 이를 통하여 한국 해외
입양 친생모에 한 구조적 억압 혹은 친생모 개인이 초래한 비극으로 환원되
어 설명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의 시 적 모성 조건이 변화하면서 함
께 형성되고 재구성되어 갔던 한국 모성의 제도적 양상과 친생모 입양결정(연
령, 혼인 지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살피고자 하 다.

5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195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 해외입양 전체 
기간 가운데 1966년부터 1992년까지 해외입양 변동과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해외입양 친생모 입양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핀다.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한국 해외입양 친생모와 해외입양아동의 연
별 변화 추이와 특성을 살핌으로써 한국 해외입양이 사회적 변화 속에 다양한 
변화와 차이가 내재해 있음을 확인한다. 2장의 후반부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
필 1966년과 1992년을 친생모의 특성과 해외입양 증감 양상에 따라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3장에서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 4장에서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5장에서는 1988년부터 1992
년 시기를 각각 살펴볼 것이다. 결론인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
문의 함의를 논의한 다음 추후 연구 과제를 검토한다.
 아래 <그림 3>은 각 장의 1절에서 4절까지 살펴볼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
림에서와 같이 3장에서 5장까지의 각 1절에서는 해외입양 정책・기관, 출생가
족 외 아동보호 제도를 살피고, 2절에서는 친생모 모성의 제도적 조건으로서 
모성 관련 법제와 친생모 지원 제도・시설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해외입양과 친생모에 한 각 시기별 인식을 당시의 중매체로서 신문 기사에 

15) 강태인(2014) "해외입양인 친생부모의 생애사 연구: 자녀찾기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3): 105-144.

16) 강태인(2015) 『해외입양인 생모의 모성정체성 구성에 관한 생애사 연구』, 성균관
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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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본문의 장별 내용 구성 (3장~5장) 

재현된 기사 내용, 제목과 표제어, 보도사진을 통해 분석한다. 당 의 한국사회
와 일반인, 친생모들의 인식 속에 해외입양, 해외입양가족, 해외입양아동의 삶
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4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맥락과 조건 속에서 친생모 개인이 아닌 집합적 단위로
서 해외입양 친생모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앞
서 살펴본 1절에서 3절까지의 해외입양 및 친생모 관련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라
는 맥락의 변화와는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를 분석한다. 4절의 전반부에서는 해
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친생모 통계를 살피고, 친생모의 연령, 혼인지위, 입양사
유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어서 각 시기의 실제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총 스물 두 
사례의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를 재구성하여 실질적 친생모의 조건, 입양과정, 
입양자녀의 특성을 살피고 이를 앞선 친생모 통계와 상호 검토를 시도한다. 4절
의 후반부에는 친생모의 입양결정과 요보호아동 발생, 아동복리시설, 해외입양 
양상의 상호 관련성과 증감 추이를 분석한다. 당시의 아동보호체계로서 이들 
역의 변화가 친생모의 입양결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으며, 해외입양의 증가
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분석해내고자 하 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
의 변화 속에 해외입양을 보낸 친생모들의 삶의 맥락과 조건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또 이는 친생모의 입양결정과 해외입양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
를 기록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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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와 해외입양아동・친생모의 특성

 본 장에서는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를 해외입양 증감에 초점을 맞추어 살피
고, 이어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해외입양 친생모와 해외입양 아동의 특성이 
변화한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1953년 공식 기록이 시작된 이후 2019년까지의 한국 해외입
양을 해외입양 증감 양상과 각 시기별 친생모, 해외입양 특징을 크게 네 시기
로 구분하여 살핀다. 네 시기는 첫 번째, 도입 시기(1953년부터 1965년까지). 
두 번째, 추세적 증가 및 급감 시기(1966년부터 1992년까지). 세 번째, 유지 
시기(1993년부터 2005년까지). 네 번째, 추세적 감소 시기(2006년부터 2019
년까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한국 해외입양 역사를 개괄적 증
감 추이를 살핌으로서 해외입양이 어떠한 양상으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또 
언제 어떻게 증가와 감소를 거치며 지금껏 지속되어 왔는지를 장기적 추세에 
초점을 맞추어 조망해보고자 하 다. 본 장의 1절에서 먼저 한국 해외입양의 
양적 증감 추이를 살펴보았다면, 이어지는 2절에서는 해외입양 아동 및 친생
모를 통해 전반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주목해 살핀다. 구체적으로
는 해외입양 통계 내의 입양사유별 추이, 해외입양 아동 성비(性比), 장애유무
별 해외입양 아동 비율, 혼혈유무별 해외입양 아동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
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2절의 후반부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룰 시기인 
1966년부터 1992년 시기가 전체 해외입양 역사 속에서 갖는 의의와 특징을 
살피고, 이 시기를 다시 세 시기로 구분해 이어질 3장에서 5장에서 살펴나갈 
것임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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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

 해외입양 아동수는 1953년 4명으로 시작해 1955년 59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1950년  후반에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의 긴급구호로서 해외입양이 급증하면
서 1959년 7백41명으로 증가한 이후 1960년  초반 감소하여 1965년 4백51
명을 기록하 다. 그러나 해외입양은 이후 다시 급격히 증가하여 1969년 천백
90명으로 늘어나고 1975년 5천77명으로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만에 
열한 배가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 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는 해외입
양 감축을 위한 국내입양 확  정책을 도입하지만 1979년 해외입양은 4천백
48명으로 그 감소폭은 정부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 다. 1980년 정부가 기
존의 해외입양 감축정책을 사실상 해제하자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1985년에는 
단일 연도 해외입양으로는 최 치인 8천8백37명이 해외로 입양된다. 이후 
1988년부터 정부의 해외입양 중단의 재선언 이후 급감한 해외입양은 1989년 
4천백91명으로 줄어들고, 1995년에는 2천백80명으로 줄어든다. 이후 IMF 경
제위기 의 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해 1999년에는 2천4백9명이 해외입양되
고, 2005년에는 다시 2천10명으로 지속 양상을 보인다. 2000년  중반 정부
의 해외입양 감축 정책이 다시 도입되면서 감소추세가 나타나 2009년에는 
2005년에 비해 4년 만에 40퍼센트 이상이 감소한 천백25명으로, 다시 5년 뒤
인 2015년에는 60퍼센트 이상 감소된 3백74명으로 해외입양은 감소한다. 이
후 작년 2019년에는 3백17명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한국 해외입양 추세에 해 시기구분을 통한 연구는 주로 해외입양 
정책 변화를 살핀 연구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원 희, 1990; 박정렬, 1994; 
박순호, 1998; 박미정, 2001; 김호수, 2007). 1990년 한국 해외입양 정책변
화를 통해 해외입양 역사에 한 사회학적 연구의 처음 시도한 원 희(1990)
는 한국 해외입양정책의 전개과정 및 각 시기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해외입
양 시기를 ① 혼혈아 입양시기(한국전쟁 이후부터 1961년 9월 고아입양특례
법 제정까지), ② 고아 입양시기(1961년 9월 고아입양특례법 이후부터 1976
년 12월 입양특례법 제정까지), ③ 기아 입양시기(1976년 12월 입양특례법 
이후부터 연구시기인 1990년까지)로 구분하 다. 이는 해외입양 상이 된 
아동의 특성이 혼혈아동에서 비혼혈아동으로, 고아에서 기아로 점차 변화되
면서 확 되어간 과정을 해외입양 법률 및 정책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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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점을 둔 시기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 간의 국가간입양 양상을 해외입양아동 분포와 한국 해외
입양 알선기관-미국 입양협약기관의 시기별 증감과 입양 양상을 지리학적 접
근을 통해 살핀 박순호(1998)는 해외입양 시기 구분을 구체적 해외입양아동 
증감추이에 초점을 두어 ① 한국전쟁 이후부터 피해복구가 끝나고 산업화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기 까지 시기(1953년~1971년)의 초기 형성시기, ② 1972
년부터 일시적인 감소 이후 다시 급증하여 1981년부터 1985년까지 급속히 
늘어난 후 다시 감소하기까지 시기(1972년~1990년)까지의 두 시기로 구분하

다. 김재민(2015)은 한국 해외입양을 ① 해외입양 형성기(1950년 ~60년
), ② 해외입양 촉진기(1970년 ~80년 ), ③ 국내입양으로의 전환기(1990

년  이후~연구시기 2015년까지)의 세 시기로 구분하 다17). 
 아래 <표 6>은 비공식적으로 2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해외입양 
아동수의 공식적 해외입양 통계이다. 공식적 해외입양은 작년인 2019년 통계
까지 총 16만9천67명으로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2천5백23명, 하루 
평균 7.9명, 약 여덟 명의 아동이 67년간 매일 해외로 입양된 규모이다. 

17) 행정학적 접근으로 한국 해외입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한 박정렬(1994)은 법률뿐
만 아니라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증감 양상을 고려하여 ① 한국전쟁 이후 고아입
양특례법 제정까지, ②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이후부터 입양특례법 제정까지, ③ 
1976년 12월 입양특례법 제정부터 1981년 해외입양 개방정책 실시 이전까지, ④ 
1981년 해외입양 개방 이후부터 연구시점(1994년)까지로 구분하 다. 이는 1980년

 해외입양 개방이 법률적 변동은 없었지만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해
외입양 증감의 추이에서 변화가 컸던 시점을 고려한 시기 구분으로 볼 수 있다. 한
편,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친생모의 입양 후 재상봉에 관한 연구에서 박미정(2001)
은 해외입양 변화를 관련 법률 변화와 해외입양 아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① 1954
년부터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까지의 한국전쟁 이후의 고아, 혼혈아를 상
으로 진행되었던 시기, ②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이후 국외입양이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기까지 시기, ③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에서부터 1995년 입
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까지 시기, ④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후(2001년까지)로 구분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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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명) (638) (1,932) (4,144) (2,962) (2,360) (1,013)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665) (2,725) (4,628) (2,197) (2,436) (916)
1962 1972 1982 1992 2002 2012
(254) (3,490) (6,434) (2,045) (2,365) (755)

1953 1963 1973 1983 1993 2003 2013
(4) (442) (4,688) (7,263) (2,290) (2,287) (236)

1954 1964 1974 1984 1994 2004 2014
(8) (462) (5,302) (7,924) (2,262) (2,258) (535)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2015
(59) (451) (5,077) (8,837) (2,180) (2,101) (374)
1956 1966 1976 1986 1996 2006 2016
(671) (494) (6,597) (8,680) (2,080) (1,899) (334)
1957 1967 1977 1987 1997 2007 2017
(486) (626) (6,159) (7,947) (2,057) (1,264) (398)
1958 1968 1978 1988 1998 2008 2018
(930) (949) (5,917) (6,463) (2,443) (1,250) (303)
1959 1969 1979 1989 1999 2009 2019
(741) (1,190) (4,148) (4,191) (2,409) (1,125) (317)

<표 6> 한국 해외입양 아동수

18)

 한국전쟁 이후 2000년 까지의 한국 친생모의 시기별 변화를 살핀 김호수
(2007)는 친생모를 미군부 의 기지촌 여성, 생산직 여성노동자, 10 의 청소
년 미혼모로 시기별 변화에 따라 구분하면서 각각의 친생모의 자녀가 입양된 
시기로  ① 1950년  초반에서 1960년  중반까지의 소위 ‘기지촌’ 여성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중심의 해외입양 시기, ② 1970년  중반에서 
1980년  후반까지의 개발국가 체제 내의 젊은 여공(주로 저임금 생산직 여
성근로자)으로 이루어진 친생모 집단의 자녀들과 함께 빈곤한 모자가정 출신
의 아동을 중심으로 해외입양된 시기, ③ 1980년  후반부터 2000년  중반

18) 자료: ① 1953~2005년: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해외입양 통계 및 재외동포재단
(2006) 해외입양 통계, ② 2006~2019년: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해외입양 통계 및 
입양인 지원센터(구 중앙입양원) 해외입양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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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연도 친생모
아동 특성 

및 증감 추이

도입 1953년~1965년 혼혈아동의 모(母)
전쟁고아, 혼혈아동 중심 
응급구호적 입양

추세적 증가 
및 급감

1966년~1992년
모자가정・빈곤가정

의 기혼생모와 
미혼생모

고아와 혼혈아동에서 기아와 
비혼혈아동 입양으로의 전환과 
해외입양의 지속적 증가

유지 1993년~2005년 미혼생모
미혼생모 자녀 중심의 
해외입양으로의 전환 및 지속

추세적 감소 2006년~2019년 미혼생모
양육미혼모의 증가와 
해외입양의 감소

<표 7> 해외입양 시기 구분 (1953년~2019년)

<그림 4> 한국 해외입양 시기구분 (1953년~2019년)

까지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성폭력과 가정폭력,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 가출한 
10  후반과 20  초반의 청소년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 주로 입양된 시기
로 구분하 다. 
 본 연구는 김호수(2007)의 연구를 심화하여 한국 해외입양을 친생모와 한국 
모성의 제도적 조건의 변화의 상호 관계 속에서 친생모의 입양결정 양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친생모의 입양결정의 특성 및 해외입양의 통
계적 증감 추이 간 상관관계를 주목하여 한국 해외입양 기간을 다음 <표 7>
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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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해외입양 4 8 59 671 486 930
국내입양 183 463 527 625

입양특례법상 
입양 4 8 242 1134 1013 1555

연간 출생 777,186 839,293 908,134 945,990 963,952 993,628

합계 출산율 - - 6.33 - - -

<표 8> 도입 시기 아동 및 입양 관련 통계 (1953년~1965년)

 <표 7>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그림 4>를 통해 보면 한국 해외입양의 증
감이 개별적 해외입양 아동의 입양사유나 입양동기와는 별도로 시 적 증감
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어서는 네 시기의 해외
입양 시기별 해외입양 특징을 친생모의 특성과 해외입양아동의 특성 변화 간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도입(1953년~1965년): 전쟁고아 및 혼혈아동의 응급구호적 해외입양

 한국전쟁 이후의 초기 진행기를 거쳐 1960년  중반까지의 해외입양 기간 
동안의 해외입양 형성기 기간 동안의 해외입양 아동수와 연도별 출생아 수 
비 해외 및 국내입양 비율을 나타낸 것이 아래 <표 8>이다. 1953년 4명으로 
시작된 공식 해외입양 집계는 이듬해인 1954년 8명, 1955년 59명으로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다. 최초의 본격적인 해외입양 증가가 이루어진 시기는 1950
년  후반으로 1956년에는 6백71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다음 해에는 감소
한 4백86명으로 줄어들지만 다음 1958년에는 다시 9백30명으로 증가하고, 이
후 1961년까지 7백명 내외의 해외입양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해외입양 추세
는 1962년에 2백54명으로 큰 감소폭을 보 는데, 이는 이전까지의 부분의 
해외입양이 이루어지던 미국의 국가간입양 관련 법률이 이전의 난민구호법에
서 이민법으로 변경되면서, 난민자격으로 규모로 이루어지던 리입양
(Proxy adoption)이 불가능해지면서 입양 형태가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19) 자료: <표 6>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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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비율
(10,000 출생당) 0.05 0.10 0.65 7.09 5.04 9.36

구분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해외입양 741 638 665 254 442 462 451
국내입양 798 697 1128 833 849 918 903

입양특례법상 
입양 1539 1335 1793 1087 1291 1380 1354

연간 출생 1,016,173 1,080,535 1,046,086 1,036,659 1,033,220 1,001,833 996,052

합계 출산율 - 6.16 5.99 5.79 5.57 5.36 5.16
해외입양 비율

(10,000 출생당) 7.29 5.90 6.36 2.45 4.28 4.61 4.53

<그림 5> 도입 시기 해외입양 증감과 출생아 비 비율 
(1953년~1965년)

20)

21)

 이후 1963년부터 1965년까지는 4백50명 내외의 해외입양이 지속되었다. 이
러한 해외입양 증감을 연간 출생아동 만 명 당 해외입양 비율로 환산하여 보
면, 초기 3년 간은 1명 미만이었던 것이, 1956년의 7.09명, 1958년의 9.36명
으로 증가하 다. 이후 6명 내외의 출생아동 비율은 1962년 2.45명으로 줄어

20)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및 재외동포재단(2006)의 해외입양, 국내입양, 연간 
출생아동수 관련 통계를 재구성.

21) 자료: <표 8>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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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이후 다시 증가해 (출생아 수 만 명 비) 4.5명 내외의 해외입양이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입양 형성기의 한국은 혼혈아동의 입양을 
추진하는 해외입양기관이 임시구호적 성격의 해외입양이 확 되었다가 이후 
감소하 는데, 그 비율은 가장 많은 9백30명이 해외입양된 1958년 기준 만명 
출생당 9.3명이었다. 그리고 1960년 에 접어들면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연간 5명 의 해외입양으로 일정한 비율로 연간 400명 내외의 해외입양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 다. 
 해외입양 형성기의 한국 해외입양은 전쟁과 이후의 사회적 불안정 상황 속에
서 혼혈아동을 중심으로 해외의 입양가족이 원할 경우에 국내의 상황보다는 
입양국( 부분 미국)의 제도적 변화와 입양가족의 증감에 따라 향을 주로 
받았다. 국내에서는 해외입양은 미(美) 군정(軍政) 기간과 한국전쟁 기간 미군
을 비롯한 외국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된 혼혈아동과 전쟁 기간 동안 가족을 
잃거나 가족과 헤어진 전쟁고아에 한 책으로 주로 논의되었는데, 특히 혼
혈아동은 외모와 피부색의 차이 뿐 아니라 혼혈아동의 생모에 한 한국사회
의 거부와 소외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또한 호주 또는 부
모의 계통을 계승할 지위에 있는 자는 본가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가에 
입양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외국인이 우리 국민을 양자로 삼는 가능성을 배제
하고 있었다던 상황에서 특수한 예외적 입양으로 추진되었다(보건사회연구원, 
1999: 46). 
 1950년  중반부터 1961년까지 국가간입양을 진행하며 홀트씨양자회(현 홀
트아동복지회, 이하 홀트아동복지회)와 미국 내 사회복지 전문가 사이에서 논
란의 상이 되었던 리입양 방식은 입양할 부모가 아동과의 사전 교류 없이 
모든 권리를 한국 내의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위탁하고, 법적 절차를 마치
게 한 후에 아동을 데려오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러 사회사업단체가 해외
입양을 주선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거주지가 먼 양친과 아동이 직접 교섭하
기 어렵다는 한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기관이 아동을 모집하고, 입양될 지
역에서 부모를 찾거나,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기관에서 적당한 아동
을 입양시키는 형식이었다. 리입양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쉽게 입양을 할 
수 있게 하 고, 최 한 혼혈아동을 입양시키고자 하는 한국정부와 민간단체
의 의도에도 부합하 다. 정부는 “가능한 다수 아동이 외국의 훌륭한 가정에 
입양되어 건건한 양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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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가장 적합한 방법이 외국에 있는 양연[입양]희망자의 가정을 리하여 
한국아동을 양자하여 그 국내의 희망하는 가정에 배치하는 것이 조속을 기할 
수 있다”며 리입양을 적극 권하 다(김아람, 2009: 37).
 한국전쟁 이후 1953년부터 1962년 시기 미국의 국가간입양 요청국의 지역별 
추이는 초기의 제2차 세계 전 직후인 1945년(실제로는 난민법이 발효된 
1948년 통계 이후)부터 1953년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부분의 국가간입양의 
송출국이었던 반면, 이후 시기인 1953년 난민구호법 이후부터 1962년(1961년 
9월 입양법이 제정된 다음 해)까지는 아시아의 비율이 유럽보다 더 많았다. 
이는 유럽에서의 국가간입양 요청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 특히 
1957년 고아법(the Orphan law) 통과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해외입양이 급증
하 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1948년부터 1962년까지 시기 19만2백30건의 
미국으로의 국가간입양 가운데 유럽지역 아동이 만99명, 아시아지역 아동이 8
천8백13명 그리고 그 외의 지역(남미, 북미,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뉴질
랜드를 다 합해 3백18명으로 전쟁 이후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부분의 아동
이 입양되었다(Weil, 1984: 280-281). 

 한국전쟁 기간 동안 시작된 전국의 혼혈아동 조사는 당시 10만에 달할 것으
로 추정된 전국의 고아원과 거리를 떠돌던 전쟁고아와 함께 두 집단 아동의 
보호와 필요시의 해외입양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950년  중반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전쟁고아가 혼혈아동보다 많이 해외(주로 미국)의 군인과 군인의 
주선으로 입양을 원한 미국의 입양가정으로 입양되었다. 이후 1955년을 전후
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와 해외입양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당시 해외입
양의 초점이 전쟁고아에 비해 혼혈아동으로 이동하 고, 이후 해외입양은 상
당기간 혼혈아동 입양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계 군인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이 
늘어났고, 그 가운데 일부 혼혈아동은 버려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 혼혈아
동을 외국으로 입양하는 혼혈고아 해외입양 사업의 관련 국내법은 1955년 국
회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지만 통과되지 못하다가 1961년에야 뒤늦게 통과
되어 먼저 시행된 후에 법률이 추인(追認)되었다. 아동위원회가 참여하 을 뿐
만 아니라 한국아동양호회의 설립에는 한국과 미국, 외원단체, 정부와 민간이 
뿐 아니라 당시 이승만 통령의 통령령과 부인 프란체스카 도너(Franc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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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er Rhee)의 후원과 지원도 제공되었다. 1954년 1월 20일 설립된 한국아
동양호회(현 한사회복지회)는 그 자금에 있어서는 외국계 단체의 기금, 행정
적으로는 보건사회부의 관할 감독 아래에 있었다. 그 주된 역할은 혼혈고아를 
(주로) 미국과 한국전쟁 참전 서구 국가로 해외입양 보내는 것을 지원하는 것
이었다(휘비네트, 2008; 한사회복지회, 2004).
 한국에서 기록된 첫 해외입양 추진 관련 국가 공식 기록은 국가기록원 자료
로서 1953년 4월 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한국 ORPHAN(고아_연구자 
첨)을 양자로 하는 수속을 간단히 하라"라는 기록과 일주일 뒤인 4월 11일에 
“혼혈아 명부를 주미 한국 사관에 송부중이다”라는 기록이다. 한편 한국전쟁
이 끝난 직후 1954년 1월 당시 이승만 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혼혈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여차한 외국인의 원망(願望)에 부
응하도록 조치하라”며 혼혈아동의 해외입양을 원하는 외국 가정으로의 입양에 

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22),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 다.
 한국 해외입양과 한국 민족주의에 한 연구를 진행한 토비아스 휘비네트는 
1961년 미국 기독교세계봉사회(Church World Service)에서 국가간 고아 입
양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해외입양 가운데 “최초로 공식 등록된 해외
입양은 1953년 미국 예수재림교(American Seventh Day Adventists_제7안
식일 예수재림교회_연구자 첨, 이하 안식교)에 의해 이루어졌다23)”고 기록하

22) 당시의 지원에는 행정적 절차에 한 지원만 함께 법률상 국적법과 호적법상 동
성(同姓)의 양자만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국적 상으로 다른 국적의 부모에게 입양
되는 것에 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 기 때문에 이에 한 법적 절차의 예외적 허
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당시의 국적법과 호적법상의 지위에 관한 법률 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국적법, 국민의 부계혈연주의 규정 제1조. 본 법은 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을 규정한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일(一)에 해당하는 자는 한민국
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
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母)가 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
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
시의 혼혈고아나 생모가 기르고 있던 혼혈아동은 법적으로는 3. 부가 분명하지 않
거나 한국인이 아닐 때에 해당하여 어머니(생모)의 국적인 한국의 국적을 부여받도
록 되어있지만, 호적법상으로는 부계주의 원칙의 인식이 강하여 실질적으로 한국 
국적이나 모(母)의 호적에 오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23) 한국 최초의 공식 해외입양을 주선했던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성육원양자(聖
育園養子)프로그램”을 1960년  혼혈아에 한 연구에서 소개한 임정빈(196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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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953년 이전에도 한국에서 해외( 부분 미국)로 입양된 경우가 있지
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해외입양으로서 한국 정부의 승인과 미국 의회에서 공
식적으로 통과된 고아법과 난민구조법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진 최초의 해외입
양 1953년 4명으로 시작되는데 휘비네트(2008: 80-81)가 인용한 자료가 『보
건사회연보』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공식 해외입양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통령의 지시로 법적 근거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해외입양은 관련 법안이 1950년  중반부터 입법 제안되지만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법적 근거나 규정 없이 문번역사무실을 통한 개인입
양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1954년 한국아동양호회가 설립된 이후 해외
입양을 수행할 외원기관으로서 가톨릭구제회(CRC: Catholic Relief Service, 
1955년), 안식교성육양자회(혹은 제7안식교양자회, SAAS: Seventh day 
Adventist Adoption Services, 1955년, 이하 안식교 성육양자회), 홀트씨해
외양자회(HAP: Holt Adoption Program, 1956년), 국제사회봉사회(ISS: 
International Social Services, 1957년)가 설립되어 그들 기관에 의해 해외
입양이 수행되기 시작했다24)(보건사회연구원, 1993: 156, 원 희, 1989: 22). 
 1954년 아동양연회가 설립되고 1955년과 56년에 가톨릭구제회, 홀트아동복

이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25 사변 직후 부상당한 고아들이 
병원에 많이 수용되어 건강이 회복돼도 갈 곳이 없어서 당시 서울 위생병원장이던 
Dr. Geroge Rue의 부인 Mrs. Rue가 고아원을 설립했다. 1953년부터 지금(1967
년, 연구자 첨)까지 약 3,000여명의 고아를 해외입양시켰는데 그중 절반수가 혼혈
아이다. 이 혼혈아들은 모(母)가 직접 데려오기도 하고 「펄벅재단」이 아동을 위탁
해와서 입양시켰다. 이 기관은 안식교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미국안식교 가정으로
만 입양시키며 미국 내에 있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양자를 원하는 개인을 알아서 
개인과 직접 입양수속을 한다. 1964년부터 Norway에도 길이 열려 3년간 근(近) 
100명의 고아를 입양시켰으나 그들의 부분은 한국고아며 혼혈아는 30여명에 달
한다(임정빈, 1967: 72-73).

24) 공식 기록으로는 1953년 4명으로 시작되는 한국 해외입양은 이전의 입양과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달랐으며, 그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해외입양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1년부터 52년에 걸쳐 이루어진 (주로 한국과 
미국 간) 해외입양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관련된 공식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당시의 미국으로의 입양은 주로 미군이 한국 전쟁고아나 혼혈아동을 한국 
내에서 승인 절차 없이 본국에 난민자격으로 입국을 승인받아 미국 내에서 입양신
청을 통해 입양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야 했다. 그러한 난민 
자격의 입양 규정으로 한국 아동이 최초로 입양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률이 1953
년 중반(한국전쟁 휴전 전후) 통과된다. 이 법률을 통하여 안식교 성육양자회를 통
해 미국으로 입양된 4명의 아동이 한국 최초의 공식 해외입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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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입양기관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합계
(비율)

한국아동
양호회(비율)

34
(57.6)

363
(54.1)

83
(17.1)

249
(26.8)

170
(22.9)

136
(21.3)

65
(9.8)

63
(24.8)

65
(14.7)

63
(13.6)

90
(20.0)

1,381
(23.8)

가톨릭
구제회 14 34 29 31 41 26 17 22 28 25 35 302

(5.2)

안식교
성육양자회 11 63 47 42 32 18 18 10 9 25 11 286

(4.9)

홀트씨해외
양자회(비율) - 211

(31.4)
322

(66.3)
546

(58.7)
407

(54.9)
411

(64.4)
523

(78.6)
109

(42.9)
280

(63.3)
262

(56.7)
215

(47.7)
3,286
(56.7)

국제사회
봉사회 - - 5 62 91 47 42 50 60 87 71 515

(8.9)

한국사회
봉사회 - - - - - - - - - - 29 29

(0.5)

합계 59 671 486 930 741 638 665 254 442 462 451 5,799

<표 9> 도입 시기 해외입양기관별 해외입양 아동수 (1955년~1965년)

지회가 해외입양을 위한 해외입양기관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해외입양아
동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54년 9명에서 1955년 59명에 
이어 1956년에는 671명으로 증가하 는데, 이러한 급증의 배경은 당시의 해
외입양의 입양국 측 관련 법률인 미국 난민보호법이 1956년 말로서 종료 예
정이었기 때문에 종료 이전에 가능한 필요 아동을 최 한 입양 보내고자 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료되었던 법률이 체입법과 세 차례의 시효 연장으로 
1961년까지 해외입양이 가능하 다. 1957년부터 1961년까지의 해외입양 증감
은 미국 관련 법률의 입법과 종료기한 예정일정, 법률시효 연장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입양 수용 상황에 따라 크게 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57
년 체입법 기한까지의 입양 감소로 57년에는 486명으로 감소하 다가 다시 
1958년에는 930명으로 늘어났고, 1959년에는 741명, 1960년에는 638명으로 
많은 아동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아래 <표 9>는 해외입양 형성기 기간 동안 
해외입양을 수행한 해외입양기관별 해외입양 아동수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한국 해외입양의 표적 해외입양기관으로 1955년 설립된 홀트아동복지
회이다. 특히 설립 이듬해부터 매년 전체 해외입양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 으
며, 특히 1961년에는 전체 6백55명의 78.6퍼센트에 해당하는 5백23명을 입양
시켰으며, 형성기 전체 해외입양 5천7백99명의 56퍼센트에 해당하는 3천2백
86명의 입양을 담당하 음을 알 수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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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세적 증가 및 급감(1966년~1992년): 비혼혈 자녀 중심의 해외입양으로 전환

 해외입양 추세적 증가 및 급감 시기는 한국 해외입양이 지속되고 또 가장 많
은 해외입양 송출국이 되는 데 결정적인 향을 끼친 시기 다. 1966년 4백
94명이었던 해외입양은 이후 1973년 4천6백88명까지 7년간 9.5배가 증가하

다. 이 기간 동안 연간 해외입양 증가폭이 컸던 해는 1968년 51.6퍼센트, 
1970년 62.4퍼센트가 증가한 1968년 9백49명, 1970년 천9백32명이었다. 가
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던 1970년  초반의 해외입양 추세가 변화한 해는 1975
년이었다. 그해 1966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비 4.2퍼센트 감소한 5천77명
이 해외입양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76년에는 다시 29.9퍼센트가 증가하고 
이후 1977년 6.6퍼센트 감소에 이어 1978년 3.9퍼센트, 그리고 1979년 29.9
퍼센트가 각각 감소해 1977년 6천백59명, 1978년 5천9백17명, 1979년 4천백
48명으로 감소하 다. 그리고 1980년부터 다시 증가한 해외입양은 1980년 4
천백44명에서 1982년 6천4백34명에 이어 1985년에는 8천8백37명으로 연간 
가장 많은 해외입양이 이루어지기까지 급증한다. 다음 1987년까지 일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유지되던 8천명 를 전후의 해외입양이 이뤄진다. 그러한 
추세는 1988년 6천4백63명에서 1990년 2천9백62명, 1992년 2천45명으로 몇 
년 사이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 시기의 해외입양은 연간 출생아동수 만 명 비 1966년 4.7명에서 꾸준
히 증가하여 1970년 19.1명, 1974년 57.4명, 1976년 82.8명으로 10년 간 스
무 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후 해외입양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다시 1979년 48
명으로 줄어든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1982년 75.8명, 1984년 117.4명에 
이어 1985년에는 134.8명, 그리고 1986년에 가장 많은 만 명 비 136.4명으
로 백명 출생아동 비 1.36명이라는 높은 비율의 해외입양 비율을 나타냈었
다. 이후 1989년 다시 100명 이하로 줄어든 해외입양 비율은 1992년에는 
27.9명으로 줄어들었다.

25) 자료: 김아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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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해외입양 494 626 949 1,190 1,932 2,725 3,490 
국내입양 943 1,011 1,237 1,553 1,724 1,732 2,151 

입양특례법상 
입양

1,437 1,637 2,186 2,743 3,656 4,457 5,641 

연간 출생 1,030,245 1,005,295 1,043,321 1,044,943 1,006,645 1,024,773 952,780
합계 출산율 4.99 4.84 4.72 4.62 4.53 4.54 4.12

해외입양 비율
(10,000 출생당)

4.79 6.23 9.10 11.39 19.19 26.59 36.63

구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해외입양 4,688 5,302 5,077 6,597 6,159 5,917 4,148 
국내입양 3,072 2,685 1,877 1,386 3,079 3,522 3,660 

입양특례법상 
입양

7,760 7,987 6,954 7,983 9,238 9,439 7,808 

연간 출생 965,521 922,823 874,030 796,331 825,339 750,728 862,669
합계 출산율 4.07 3.77 3.43 3.00 2.99 2.64 2.90

해외입양 비율
(10,000 출생당)

48.55 57.45 58.09 82.84 74.62 78.82 48.08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해외입양 4,144 4,628 6,434 7,263 7,924 8,837 8,680 
국내입양 3,657 3,267 3,298 3,004 3,000 2,885 2,854 

입양특례법상 
입양

7,801 7,895 9,732 10,267 10,924 11,722 11,534 

연간 출생 862,835 867,409 848,312 769,155 674,793 655,489 636,019
합계 출산율 2.82 2.57 2.39 2.06 1.76 1.66 1.58

해외입양 비율
(10,000 출생당)

48.03 53.35 75.84 94.43 117.43 134.82 136.47

구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해외입양 7,947 6,463 4,191 2,962 2,197 2,045 
국내입양 2,382 2,324 1,872 1,647 1,241 1,190 

입양특례법상 
입양

10,329 8,787 6,063 4,609 3,438 3,235 

연간 출생 623,831 633,092 639,431 649,738 709,275 730,678
합계 출산율 1.53 1.55 1.56 1.57 1.71 1.76

해외입양 비율
(10,000 출생당)

127.39 102.09 65.54 45.59 30.98 27.99

<표 10> 추세적 증가 및 급감 시기 아동 및 입양 관련 통계 (1966년~1992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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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추세적 증가 및 급감 시기 해외입양 증감과 
출생아 비 비율 (1966년~1992년)

27)

 3. 유지(1993년~2005년): 미혼모 자녀 중심 해외입양의 지속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해외입양 지속 시기에는 1993년 2천2백90명에서 
2005년 2천백1명까지 13년간 거의 2천명에서 2천4백명  전후로 큰 변동이 
없이 일정 규모의 해외입양이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간 해외입양 증가
폭이 가장 컸던 해는 전년 비 18.8퍼센트가 증가해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2천4백43명이 입양된 1998년이었다. 이후 2001년의 3.2퍼센트로 일부 증가를 
보인 외에는 해외입양은 완만한 감소 추세 속에 지속되었다. 아래 <표 11>을 
통해 보면 지속기의 주요한 증감이 이루어진 해는 감소의 지속(1996년), 일시
적 증가로의 전환(1998년), 일시적 증가(2001년), 감소의 지속(2005년)이었다. 
특히 1998년은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로 한국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악
화되면서 입양 의뢰되는 아동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26)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및 재외동포재단(2006)의 해외입양, 국내입양, 연간 
출생아동수 관련 통계를 재구성.

27) 자료: <표 10>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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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해외입양 2,290 2,262 2,180 2,080 2,057 2,443 2,409 
국내입양 1,154 1,207 1,025 1,229 1,142 1,426 1,726 

입양특례법상 
입양

3,444 3,469 3,205 3,309 3,199 3,869 4,135 

연간 출생 715,826 721,185 715,020 691,226 675,394 641,594 620,668 

합계 출산율 1.65 1.66 1.63 1.57 1.52 1.45 1.41
해외입양 비율
(10,000 출생당)

31.99 31.37 30.49 30.09 30.46 38.08 38.81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해외입양 2,360 2,436 2,365 2,287 2,258 2,101 
국내입양 1,686 1,770 1,649 1,564 1,641 1,461 

입양특례법상 
입양

4,046 4,206 4,014 3,851 3,899 3,562 

연간 출생 640,089 559,934 496,911 495,036 476,958 438,707 

합계 출산율 1.47 1.30 1.17 1.18 1.15 1.08
해외입양 비율
(10,000 출생당)

36.87 43.51 47.59 46.20 47.34 47.89

<표 11> 유지 시기 아동 및 입양 관련 통계 (1993년~2005년)

28)

 해외입양 유지 시기 동안의 해외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 출생아동 만 명 
비 해외입양 아동수의 증감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그림 7>을 살펴보면, 

해외입양 통계와 마찬가지로 연간 해외입양 아동수는 일정한 상태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3년 연간 71만5천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동수는 1996
년 69만여 명, 2001년 55만9천여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간의 마지막 
해 던 2005년에는 43만8천명으로 이 기간 동안 연간 출생아동수는 13년간 
71만5천여 명에서 43만8천여 명으로 1993년 기준 39퍼센트에 해당하는 27만
7천명의 연간 출생아동 감소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해외입
양 비율은 만 명 출생당 31.9명에서 47.8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29).

28)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및 재외동포재단(2006)의 해외입양, 국내입양, 연간 
출생아동수 관련 통계를 재구성함.

29) 2006년 이후의 해외입양 감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국내 출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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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해외・국내입양 합계 미혼생모 미혼생모 미혼생모 

<표 12> 유지 시기 해외・국내입양 합계와 미혼생모 자녀 비율 
(1993년~2005년)

<그림 7> 유지 시기 해외입양 증감과 출생아 비 비율 
(1993년~2005년) 

30)

 해외입양 지속 시기 동안의 친생모 특성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는 앞선 형성
기의 혼혈아동을 둔 어머니에서 추세적 증가 및 급감기의 비혼혈아동을 둔 미
혼・기혼의 생모들로 전환된 이후, 1990년 에 접어들면서 해외입양 친생모 
가운데 미혼생모의 비율이 증가해 사실상의 부분의 친생모가 미혼생모로 전
환된 것이다. 아래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해외입양과 국내입양
의 합계에서 친생모의 미혼생모 비율은 1993년 86.5퍼센트에서 2000년 91.6
퍼센트로 늘어난 이후에 꾸준히 90퍼센트 내외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 다. 이
처럼 해외입양 지속 시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주요한 해외입양 친생모 던 
기혼생모의 해외입양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한국 사회의 전형적 친생모 인식
으로서 친생모=미혼모라는 등식이 실제로 적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의 해외입양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정부는 2006
년부터 일정비율의 국내입양에 따라 해외입양을 허용하는 해외입양 쿼터제를 1990
년  초반 이후 다시 도입하 다(한승희, 2011). 이러한 양상은 추세적 감소 시기
의 양상이 나타나는 데 향을 주게 된다. 

30) 자료: <표 11>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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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생모 자녀 비율, %)
자녀의 

해외・국내입양
자녀의 

국내입양
자녀의 

해외입양
1993 3,444  (86.5) 2,980 874 2,106 
1994 3,469  (84.0) 2,913 891 2,022 
1995 3,205  (84.2) 2,699 680 2,019 
1996 3,309  (85.3) 2,822 906 1,916 
1997 3,199  (96.3) 3,082 1,064 2,018 
1998 3,869  (86.3) 3,338 1,067 2,271 
1999 4,135  (87.6) 3,622 1,369 2,253 
2000 4,046  (91.6) 3,706 1,350 2,356 
2001 4,206  (91.8) 3,862 1,428 2,434 
2002 4,014  (92.4) 3,708 1,344 2,364 
2003 3,851  (90.0) 3,464 1,181 2,283 
2004 3,899  (89.9) 3,507 1,250 2,257 
2005 3,562  (88.8) 3,164 1,095 2,069 

<그림 8> 유지 시기 해외・국내입양 합계와 미혼생모 
자녀 비율 (1993년~2005년)

31)

32)

31) 자료: 재외동포재단(2006)의 해외입양, 국내입양 및 입양사유별 통계를 재구성
32) 자료: <표 12>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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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해외입양 1,899 1,264 1,250 1,125 1,013 916 755 
국내입양 1,332 1,388 1,306 1,314 1,462 1,548 1,125 

입양특례법상 
입양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연간 출생 451,759 496,822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합계 출산율 1.12 1.25 1.19 1.15 1.23 1.24 1.30

해외입양 비율
(10,000 출생당)

42.04 25.44 26.83 25.29 21.55 19.44 15.58

<표 13> 추세적 감소 시기 아동 및 입양 관련 통계 (2006년~2019년)

 4. 추세적 감소(2006년~2019년): 양육미혼모 증가와 해외입양의 감소

 200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해외입양 통계 발표 기준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해외입양이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추세적 감
소 시기가 시작되는 2006년에는 천8백99명이었던 해외입양인 다음해인 2007
년에는 33퍼센트에 해당하는 6백35명이 줄어든 천2백64명으로 큰 폭의 감소
를 보인다.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던 것이 다시 2011년과 9백16명으
로 천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1968년 9백49명 이후 43년 만에 천명 이하의 해
외입양을 기록하게 된다. 이후 다시 2013년 2백36명으로 줄어든 이후 다시 
2014년 5백35명으로 증가하지만33) 이후 꾸준히 300명 에서 완만한 감소 추
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해외입양 아동의 출생 아동 만 명 당 비율은 전체 출생 아동수의 감소 
속에도 꾸준히 감소하면서, 2006년 42명에서 2010년 21.5명, 2015년 8.5명으
로 줄어들었고, 이후 출생아동수의 감소 속에 일부 증가한 10명 내외 수준으
로 유지되고 있다. 즉, 만명당 10명 내외의 수준은 천명당 1명의 아동이 해외
로 입양되는 것으로 이러한 수준은 1968년과 69년의 해외입양 비율(출생아동 

비 해외입양 비율)에 해당하는 것이다.

33) 2013년 2백36명으로 전년인 2012년 7백55명에서 급감한 이후, 다시 2014년에 5
백35명으로 급증한 것은 해외입양 관련한 법률인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전후로 해외
의 입양가족들의 입양신청에 한 2013년의 승인이 보류되면서 2014년에 포함되는 
양상에 의한 것이었다. 즉, 2013년과 2014년의 평균인 386명은 2013년 이후의 추
세를 비추어 볼 때 지속적 감소 추세의 연속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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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해외입양 236 535 374 334 398 303 317
국내입양 686 637 683 546 465 378 387

입양특례법상 
입양

922 1,172 1,057 880 863 681 704

연간 출생 436,455 435,435 438,420 406,243 357,771 326,900 303,100

합계 출산율 1.19 1.21 1.24 1.17 1.05 0.98 -
해외입양 비율

(10,000 출생당)
5.41 12.29 8.53 8.22 11.12 9.27 10.46

<그림 9> 추세적 감소 시기 해외입양 증감과 출생아 비 
비율 (2006년~2019년)

34)

35)

 해외입양의 추세적 감소기에 절 적 해외입양의 감소 속에도 앞선 해외입양 
지속 시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친생모의 미혼생모화는 더욱 더 그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 다. 위 <표 13>과 아래 <그림 9>는 해외입양 및 국내입
양 친생모의 합계에서 미혼생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이후에는 90퍼센
트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전체 해외입양 및 국내입양 아동수인 
3천2백31명 가운데 2천9백1명의 아동이 미혼생모의 자녀 던 것이 비율상의 

34)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및 재외동포재단(2006), 극가통계포털 홈페이지와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의 해외입양, 국내입양, 연간 출생아동수 관련 통계
를 재구성.

35) 자료: <표 13>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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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해외・국내입양 합계

(미혼생모 자녀 비율, %)

미혼생모 
자녀의 

해외・국내입양

미혼생모 
자녀의 

국내입양

미혼생모 
자녀의 

해외입양
2006 3,231  (89.8) 2,901 1,011 1,890 
2007 2,652  (86.6) 2,296 1,045 1,251 
2008 2,556  (84.9) 2,170 1,056 1,114 
2009 2,439  (87.0) 2,121 1,116 1,005
2010 2,475  (87.5) 2,166 1,290 876 
2011 2,464  (91.8) 2,262 1,452 810 
2012 1,880  (92.8) 1,744 1,048 696 
2013  922  (94.3) 869 641 228 
2014 1,172  (92.7) 1,087 578 509 
2015 1,057  (92.3) 976 618 358 
2016  880  (91.8) 808 481 327 
2017  863  (94.3) 814 417 397 
2018  681  (90.6) 617 315 302 
2019  704  (91.8) 646 329 317

<표 14> 추세적 감소 시기 해외・국내입양 합계와 미혼생모 자녀 비율 
(2006년~2019년)

증가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졌으나, 절 적 미혼생모 자녀의 입양수는 2007
년 2천9백명 수준에서 2008년 2천1명 로 다시 2012년에는 천7백명 수준으
로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두
되기 시작한 미혼모의 양육권에 한 학술적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2000년  후반부터 자녀를 입양 보내던 미혼모들의 
양육 결정이 증가한 것으로 미혼생모의 감소가 해외입양 및 국내입양의 감소
와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6)

 한편, 이러한 미혼생모의 감소는 이후 2015년 이후 지속되면서 2015년 9백
76명, 2017년 8백14명, 2019년 6백46명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

36) 자료: 재외동포재단(2006), 극가통계포털 홈페이지와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
원)의 해외입양, 국내입양, 연간 출생아동수 관련 통계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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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추세적 감소 시기 해외・국내입양 합계와 미혼생모 자녀 
비율 (2006년~2019년)

다. 이처럼 해외입양 추세적 감소는 해외입양 지속 시기 이후 부분의 해외
입양 아동의 친생모를 차지한 미혼생모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해외입양의 증감과 특성의 변화를 해외입양 친생모의 변화를 통하여 설명하는 
본 연구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7)

2절. 해외입양의 구성과 연구대상 시기구분

 앞선 절에서는 전체 67년간의 한국 해외입양을 해외입양 증감 양상과 친생
모 특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네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증감 추이를 살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전체 시기의 양적 증감에 이어 각 시기의 해외입양 구
성격(질적) 특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 는지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시기를 구분할 것이다. 
 전체 한국 해외입양 기간 동안 어떠한 추세를 보 는지를 살핌으로서 한국 

해외입양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변화해간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 해외입양이 갖는 사회적・역사적 성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본 

37) 자료: <표 14>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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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살피는 친생모가 입양을 결정한 양상과 조건에 따라 어떠한 해외입
양 특성(시기별 성비, 입양사유, 장애아동 및 혼혈아동 비율)의 변화가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해외입양의 이러한 특성의 점진적 변화가 친생모의 입양결
정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친생모 입양결정은 바로 
각 시기의 한국 모성의 제도적・현실적 모순과 맞닿아 있으며, 보다 직접적
으로 친생모 관련 제도와 해외입양 제도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추인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본문을 통하여 살필 것이다. 
 한국 해외입양은 앞서 살핀 양적 증감 특성과 관련해 실제로는 구성적 측면
에서 시기별로 다른 특성을 보 다. 이어서 살필 시기별 해외입양 구성 변화
는 첫째, 해외입양 아동의 입양사유별 구성변화이다. 이는 친생가족 조건으로
서 빈곤한 가정과 모자가정의 자녀인지, 미혼모자 가정의 자녀인지 또는 기
아나 기록이 불명확한 아동인지에 따라 양적 증감 양상을 살핀다. 둘째, 해외
입양되는 아동의 성비 변화를 살핀다. 셋째, 해외입양된 아동 가운데 장애를 
가진 아동의 비율이 어떻게 시기별로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넷
째, 혼혈아동과 비혼혈아동의 구성 비율을 관련 기록이 확보 가능한 1955년
부터 2000년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핀다. 

 1. 해외입양 구성의 변화

  (1) 입양사유별 추이

 한국 해외입양 사유는 아래 <표 15>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크게 1950년 와 
60년 까지는 기아나 기록이 불명확한 아동이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 다. 
이는 당시의 해외입양이 실질적 기아로 거리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부모가 기를 
수 없어 맡겨진 아동복지시설에서 해외입양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 그리고 이
때 친생부모에 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과 관련이 높
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해외입양아동의 4분의 1가량은 빈곤 
가정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모자가정의 자녀 으며, 1990년  
이후 부분의 입양사유가 되는 미혼모자 가정의 자녀의 비율은 1950년 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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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해외입양 아동수

합계

해외입양 내 비율

빈곤・
모자가정

미혼모자 
가정

기아・
기록
미상

빈곤・
모자가정

미혼모자 
가정

기아・
기록 
미상

1958~1960 630 227 1,675 2,532 24.9 9.0 66.2

1961~1970 1,958 1,304 4,013 7,275 26.9 17.9 55.2

1971~1980 13,360 17,627 17,260 48,247 27.7 36.5 35.8

1981~1990 11,399 47,153 6,769 65,321 17.5 72.2 10.4

1991~2000 1,444 20,654 225 22,323 6.5 92.5 1.0

2001~2010 410 17,543 45 17,998 2.3 97.5 0.3

2011~2018 194 3,627 30 3,851 5.0 94.2 0.8

합계 29,395 108,135 30,017 167,547 17.5 64.5 17.9

<표 15> 입양사유별 해외입양 구성 변화 (1958년~2018년)

퍼센트, 1960년 의 17.9퍼센트로 아직 그 비율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8)

 1970년 는 양적으로 앞선 1960년 의 7천2백여 명에서 6.6배나 많은 4만8
천2백47명으로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입양사유 별 구성에 있어서는 미혼모자 
가정의 절 수에 있어서는 1960년 의 천3백4명에서 13.5배가 증가한 만7천6
백27명으로 증가했으며, 비율 면에서 2배 이상 증가하여 36.5퍼센트를 기록하
여 본격적인 증가 추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빈곤・모자가정의 경우 절 수
에 있어서는 앞선 1960년 의 천9백58명에서 6.8배 증가한 만3천3백60명으
로, 기아・기록 미상의 절 수 또한 4천13명에서 4.3배 증가한 만7천2백60명
으로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1970년 는 미혼모자 
가정의 급증과 기아・기록 미상의 비율의 감소 추세와 함께 전체적으로 세 가
지 형태의 입양사유가 27퍼센트에서 36퍼센트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다른 시
기에 비해 비슷한 구성 비율을 보 다. 
 1980년 의 경우 미혼모자 가정이 절 수로는 앞선 시기의 만7천6백27명에
서 2.7배가 증가한 4만7천백53명으로 전체 해외입양의 72.2퍼센트를 차지하

38) 자료: ① 2011년 이전: 김유경・임성은, 2011: 65. ② 2011년~2018년: 구 중앙입
양원 발표 해외입양 통계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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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입양사유별 해외입양 구성 비율의 변화 추이 
(1958년~2018년)

면서 다른 입양사유를 압도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빈곤・모
자가정의 경우 절 수는 만3천3백60명에서 15퍼센트 가량이 감소한 만천3백
99명이었으며, 구성 비율에서는 27.7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10퍼센트 가량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아・기록 미상의 경우 절 적 수에서도 
앞선 시기 만7천2백60명에서 60퍼센트가 줄어든 6천7백69명으로, 구성 비율
에서도 35.8퍼센트에서 10.4퍼센트로 큰 폭의 감소를 보 다. 다음으로 이어
지는 1990년 와 2000년 , 2010년 는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미혼모자 가정
의 자녀가 해외입양되는 비율이 각각 92.5퍼센트, 97.5퍼센트, 94.2퍼센트로 

부분을 차지하 다. 이러한 비율은 1991년부터 2018년까지의 27년간의 전
체 해외입양 아동 합인 4만4천백72명 가운데 4만천8백24명으로 94.7퍼센트가 
미혼모자 가정의 자녀 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1991년부터 2018년까지) 빈
곤・모자가정은 전체의 4.6퍼센트인 2천48명, 기아・기록 미상의 경우는 0.7
퍼센트인 3백명으로 그 비율이 1950년 와 60년 에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
던 양상과 달리 2000년  이후에는 극히 낮은 비율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준다. 

39)

 위의 <그림 11>을 통해 해외입양 입양사율 별 구성 비율 변화 추이를 도표

39) 자료: <표 15>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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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해외입양 아동수

합계
해외입양 비율

여아 남아 여아 남아 남아 100명 
비 여아

1958~1960 1,798 734 2,532 71.0 29.0 245.0
1961~1970 5,021 2,254 7,275 69.0 31.0 222.8

<표 16> 해외입양 아동 성비 변화 (1958년~2019년) 

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미혼모자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과 기
아・기록미상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빈곤・모자가정의 
경우 구성 비율에 있어서 1950년 부터 1970년 까지 25퍼센트 이상을 차지
하 으며, 1980년 도 일부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17.5퍼센트를 차지하여 
1990년  이전 기간(1958년부터 1990년까지) 동안의 전체 해외입양 12만3천
3백75명 가운데 22.2퍼센트에 해당하는 2만7천3백47명으로 19990년  이전
의 다섯 명의 해외입양 가운데 한 명의 비율을 차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다. 기아・기록 미상의 경우 1958년부터 1990년까지 24.1퍼센트인 2만9천7백
17명이 해외입양된 것을 알 수 있다.  

  (2) 해외입양 아동의 성비(性比)

 해외입양 아동의 성별 비율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아와 남아에 한 출생 
성비가 변화하면서 1990년을 전후로 남아선호 경향이 반 된 성별 출생아동 
수 불균형이 해소되어 간 것과 유사하게 1990년 이전의 경우 해외입양되는 
여아의 비율이 남아에 비해 많았음을 아래 <표 16>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성별 비율에서 여아의 비율은 1950년 의 경우 71퍼센트 던 것이, 
1960년 에는 69퍼센트, 1970년 에는 64.1퍼센트로 감소한다. 1980년 의 
경우 성별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어 여아의 비율이 53.4퍼센트로 낮아진다. 그
리고 이어지는 1990년 에 접어들면서 여아의 해외입양 비율은 46.2퍼센트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후에도 이러한 해외입양 내 여아 비율의 감소
는 계속 진행되어, 2000년 에는 40.9퍼센트로 낮아진 이후, 2010년 에는 
1950년 의 남아 비율보다도 낮은 23.9퍼센트로 네 명 가운데 한 명의 여아
와 세 명의 남아가 해외로 입양되는 성별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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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980 30,927 17,320 48,247 64.1 35.9 178.6
1981~1990 34,861 30,460 65,321 53.4 46.6 114.4
1991~2000 10,314 12,009 22,323 46.2 53.8 85.9
2001~2010 7,368 10,660 18,028 40.9 59.1 69.1
2011~2019 1,005 3,163 4,168 24.1 75.9 31.8

합계 91,294 76,600 167,894 54.4 45.6 119.2

<그림 12> 해외입양 아동 성비 변화 (1958년~2019년)

40)

 이러한 해외입양 아동 성비의 변화는 1990년 를 기준으로 앞선 시기에 여
아가 많았던 것은 상 적으로 이 시기의 국내입양에서 남아를 선호하면서 입
양 상 아동 가운데 남아가 먼저 입양되어 감에 따라 여아는 해외로 더 많이 
입양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1990년  이후에는 남아에 한 국
내입양이 줄어든 신 여아에 한 국내입양 가정의 입양 성별 선호가 뚜렷해
지면서 상 적으로 해외로 입양 가능한 남아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림 
12>는 이러한 성별 해외입양 수와 비율을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비율 면에서 
여아 비율의 감소와 남아 비율의 증가가 전체 해외입양 기간 동안 꾸준히 진
행되어 온 양상을 보여준다.

41) 

40) 자료: ① 2011년 이전: 김유경・임성은, 2011: 65. ② 2011년~2018년: 구 중앙입
양원 발표 해외입양 통계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41) 자료: <표 16>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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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장애 유무별 
해외입양

합계

장애 유무별 
해외입양 비율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비장애아동 

100명 
비 장애아동

1958~1960 1,588 944 2,532 62.7 37.3 168.2
1961~1970 2,064 5,211 7,275 28.4 71.6 39.6
1971~1980 4,598 43,649 48,247 9.5 90.5 10.5
1981~1990 16,378 48,943 65,321 25.1 74.9 33.5
1991~2000 8,987 13,336 22,323 40.3 59.7 67.4
2001~2010 5,933 12,095 18,028 32.9 67.1 49.1
2011~2018 1,052 2,799 3,851 27.3 72.7 37.6

합계 40,600 126,977 167,577 24.2 75.8 32.0

<표 17>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해외입양 추이 (1958년~2018년) 

  (3) 장애유무별 추이

 해외입양에서 시기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비율을 나타낸 <표 17>을 
통해 볼 때, 장애아동 비율은 1970년 에 가장 낮은 9.5퍼센트를 차지한 반
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시기는 62.7퍼센트가 장애아동이었던 1950년

다. 1950년  해외입양에서 장애아동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당시의 부분
의 해외입양을 차지하 던, 혼혈아동이 분류 상 장애아동으로 분류되었었기 
때문이다. 1950년  다음으로 장애아동의 비율이 높았던 시기는 1990년
다. 이 시기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차지한 비율이 40.3퍼센트로 높게 나타났
다. 그 다음은 2000년 의 32.9퍼센트, 1960년 의 28.4퍼센트, 2010년 의 
27.3퍼센트의 순서로 감소하 으며, 1970년 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장애아
동 비율을 보인 1980년에도 25.1퍼센트가 장애아동이었던 것은 전체 해외입
양 기간 동안 비교적 높은 비율의 장애아동 입양이 국외로 이루어졌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42)

42) 자료: ① 2011년 이전: 김유경・임성은, 2011: 65. ② 2011년~2018년: 구 중앙
입양원 발표 해외입양 통계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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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해외입양 추이 
(1958년~2018년) 

43)

 전체 시기 평균 장애아동 비율이 24.2퍼센트로 해외입양 아동 중에서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장애가 있는 아동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아동의 
해외입양 비율이 높았던 것은 장애아동을 규정하는 기준 면에서 ‘장애’의 범
주가 폭넓게 정의되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
의 혼혈아동을 포함한 상태의 장애 아동이 아닐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1990년 의 경우 이 시기 부분의 친생모를 차지하 던 미혼생모가 심장
병이나 손발기형 등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조산(早産)의 경우를 포함된 것
과도 연관이 있었다. 체로 1980년 이후에 이루어진 10만9천5백23명의 해외
입양 가운데 장애아동이 29.5퍼센트인 3만2천3백50명으로 1980년  이후 지
금까지 해외입양아동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장애아동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4) 혼혈아동과 비혼혈(한국계)아동 비율

 해외입양은 1950년  초반 혼혈아동과 비혼혈 전쟁고아를 상으로 시작되
었다. 그러한 초기의 양상은 해외입양 형성기에 해당하는 1955년부터 1965

43) 자료: <표 17>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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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백인계 43 467 283 395 292 184
흑인계 9 151 128 228 92 61
한국계 7 53 75 307 357 393

해외입양 59 671 486 930 741 638
혼혈계 아동 

비율 (%) 88.1 92.1 84.6 67.0 51.8 38.4

해외입양 1961 1962 1963 1964 1965 합계
백인계 325 127 169 203 178 2,666
흑인계 36 31 27 29 23 815
한국계 299 96 246 230 250 2,313

해외입양 660 254 442 462 451 5,794
혼혈계 아동 

비율 (%) 54.7 62.2 44.3 50.2 44.6 60.1

<표 18> 해외입양 도입 시기 혼혈 및 비혼혈(한국계)아동수 추이 
(1955년~1965년)

년의 혼혈 및 비혼혈 아동수 추이를 나타낸 아래 <표 18>과 같다. 표를 통해 
이 시기 전체 해외입양아동 5천9백94명 가운데 혼혈아동은 60.1퍼센트인 3
천4백81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백인계 혼혈아동이 2천6백66명, 흑인계 혼혈
아동이 8백15명으로 상 적으로 백인계 혼혈아동이 3배가량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44)

 해외입양 도입기 기간 동안의 혼혈아동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56년으
로 그 해의 6백71명의 해외입양 가운데 92.1퍼센트인 6백18명의 혼혈아동이 
해외입양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혼혈아동 비율을 보인 해는 1955년의 88.1퍼
센트, 1957년의 84.6퍼센트의 해외입양아동이 혼혈아동이었다. 반면 이 시기
에 가장 낮은 해외입양 비율을 보인 연도는 1960년으로 전체 6백38명 해외
입양 가운데 2백45명으로 38.4퍼센트가 혼혈아동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낮았
던 해는 1963년으로 전체 해외입양 4백42명 가운데 백96명으로 44.3퍼센트

44)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내 혼혈아외국입양상황, 해외입양 관련 통계를 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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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해외입양 도입 시기 혼혈 및 
비혼혈(한국계)아동수 추이 (1955년~1965년)

<그림 15> 해외입양 도입 시기 혼혈 및 비혼혈(한국계)아동 비율 
추이 (1955년~1965년)

가 혼혈아동이었다. 다음으로 낮은 혼혈아동 비율을 나타낸 해는 1965년으로 
44.6퍼센트가 혼혈아동이었다. 연도별 추세로 살펴보면 1955년부터 1957년
까지의 초기에 혼혈아동의 비율이 80~90퍼센트로 부분을 차지한 반면, 이
후 1960년까지는 해외입양 내 혼혈아동의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다시 1961년과 62년에 54.7퍼센트와 62.2퍼센
트로 높아진 혼혈아동 비율은 이후 다시 낮아져 45~50퍼센트 비율로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의 혼혈아동 비율을 보 다. 

45)

46)

45) 자료: <표 18>과 동일함.
46) 자료: <표 18>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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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1966 1967 1968 1969
백인계 224 226 258 229
흑인계 25 50 59 79
한국계 245 350 632 882

해외입양 494 626 949 1190
혼혈계 아동 

비율 (%) 50.4 44.1 33.4 25.9

해외입양 1970 1971 1972 1973 합계
백인계 293 214 141 93 1678
흑인계 78 67 71 61 490
한국계 1571 2444 3278 4534 13936

해외입양 1942 2725 3490 4688 16104
혼혈계 아동 

비율 (%) 19.1 10.3 6.1 3.3 13.5

<표 19> 1966년부터 1973년 시기 혼혈 및 비혼혈(한국계)아동수 추이

 다음으로 1966년부터 1973년까지의 혼혈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이 시기 가
장 높은 혼혈아동 비율을 보인 연도는 첫 해인 1966년의 4백94명 가운데 2
백49명으로 50.4퍼센트를 차지하 다. 이후 혼혈아동의 수는 1967년 2백76
명으로, 1968년 3백17명으로, 다시 1970년에 3백71명으로 최 수를 보인 이
후 점차 절 수의 감소가 진행되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는 혼혈아동 
해외입양의 절 수는 증가하 지만, 혼혈아동이 전체 해외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7년 44.1퍼센트 1968년 33.4퍼센트, 1969년 25.9퍼센트에 이어 
최 수를 기록한 1970년에도 19.1퍼센트로 혼혈아동의 비율에 있어서는 지
속적 감소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혼혈아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비혼혈아동의 해외입양이 더 급격히 증가하 기 때문이다. 
 아래 <표 19>와 <그림 16>은 1966년부터 1973년까지의 해외입양 가운데 
흑인계와 백인계 혼혈아동의 해외입양과 비혼혈 한국계 해외입양의 구성 비
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통해 앞선 해외입양 형성기 후반인 1960년

 초반과 중반의 추세의 연장으로서 1966년부터 해외입양 내 혼혈아동의 
비율은 점차 낮아져 1966년의 절반에 가까운 50.4퍼센트에서 1969년의 25.9
퍼센트로의 감소에 이어, 1973년에는 전체의 3.3퍼센트로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47)

47) 자료: 보건사회연보 해당연도 “혼혈아 국외입양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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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966년부터 1973년 시기 혼혈 및 
비혼혈(한국계)아동 비율 추이

48)

 다음 <표 20>은 1958년부터 2000년까지49)의 해외입양 내 혼혈 및 비혼혈
아동의 증감 추이와 비율 구성을 보여준다. 먼저 2000년까지의 전체 해외입
양 비 혼혈아동의 비율이 3.8퍼센트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 적으로 
1970년 이전의 경우 전체 9천8백7명 가운데 34.9퍼센트인 3천4백17명이 혼
혈아동이었던 반면, 이후 1971년부터 2000년까지는 전체의 13만3천5백31명 
가운데 2천66명으로 1.5퍼센트로 극히 낮은 비율의 혼혈아동이 해외입양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절 수로도 1970년 에도 연간 130명에 가까운 혼혈아동
의 해외입양이 진행되었지만, 1980년  이후 절반 가까이 줄어든 6백94명이, 
그리고 다시 1990년 에는 11.5퍼센트 수준으로 10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80명의 해외입양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48) 자료: <표 19>와 동일함.
49) 관련 기록이 2001년 이후 2018년까지 자료를 찾을 수 없어 2000년까지로 시기를 

제한하 다. 체로는 1990년 의 해외입양 내 혼혈아동 비율이 0.4퍼센트인 것을 
감안할 때, 이후의 비율에서도 큰 변화나 증가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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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혼혈 유무별 해외입양

합계

혼혈 유무별 해외입양 비율

혼혈 비혼혈 혼혈 비혼혈
혼혈아동 

100명 비 
비혼혈아동

1958~1960 1,588 944 2,532 62.7 37.3 59.4
1961~1970 1,829 5,446 7,275 25.1 74.9 297.8
1971~1980 1,292 46,955 48,247 2.7 97.3 3634.3
1981~1990 694 64,627 65,321 1.1 98.9 9312.2
1991~2000 80 19,883 19,963 0.4 99.6 24853.8

합계 5,483 137,855 143,338 3.8 96.2 2514.2

<표 20> 해외입양 혼혈 및 비혼혈(한국계)아동수 추이 (1958년~2000년)

<그림 17> 해외입양 혼혈 및 비혼혈(한국계)아동수 추이 
(1958년~2000년)

50)

51)

 이러한 1958년부터 2000년까지의 혼혈아동과 비혼혈아동의 해외입양 비율
을 도표로 나타낸 <그림 17>을 보면, 이러한 해외입양의 비혼혈화 과정이 그

로 드러난다. 1950년  후반, 전체의 절반이 넘는 62.7퍼센트에서, 1960년

50) 자료: 재외동포재단, 2006: 620 “장애유무별 해외입양아동수
51) 자료: <표 20>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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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추세적 증가 및 급감 시기 해외입양 시기구분 
(1966년~1992년)

에는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1퍼센트로 줄어든 다음, 1990년 에는 
극히 적은(0.4퍼센트) 비율의 혼혈아동 해외입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대상 시기의 선정과 시기구분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해외입양은 기간별로 입양 규모는 물론, 
친생모와 해외입양아동의 구성과 특성 또한 시기별로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
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적 규모와 구성, 특성의 변화는 언제, 어떠한 요인
에 의해 나타난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해외입양의 증감과 특성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전체 기간 가운데 해외입양의 ‘추세적 증가 및 급감 
시기’에 해당하는 1966년부터 1992년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
다. 한편 1966년에서부터 1992년까지의 27년 간을 해외입양 증감과 정책, 
친생모의 입양결정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그림 18>과 같이 다시 세 시
기로 구분하여 이어지는 3장부터 5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의 분석이 한국 해외입양에서 중요한 이유로 첫번째, 이 시기에 양
적으로 가장 많은 해외입양이 이루어졌다. 전체 해외입양의 67년 기간의 가
운데 27년(전체의 40.3퍼센트)의 시기지만 해외입양아동수에 있어서는 12만3
천9명(72.8퍼센트)로 그 비중이 절 적으로 높은 시기가 이 시기이다.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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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해외입양아동 혼혈여부와 친생가족 관련 특성의 변화이다. 1960년  중
반까지의 주요 해외입양아동이 혼혈아동과 고아인 아동이었던 반면, 이 시기
에 접어들면서 한국계(비혼혈) 아동으로 그리고 이전과 같이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고아(孤兒)가 아니라 양부모 또는 부(父)나 모(母)가 생존해 있는 비혼
혈아동의 해외입양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전체 해외입양에서 비혼혈아동
이 절 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왜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졌는지를 이해
하는 것은 한국 해외입양의 증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세 번째, 친생모의 구성에 있어서 1965년까지의 기아(棄兒) 아동 위주의 
해외입양이 이 시기를 거치며 변화하여, 이 시기가 끝난 이후인 1993년부터
는 미혼생모의 자녀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는 기혼생모
(빈곤가정, 모자가정)와 미혼생모들이 어떻게 해외입양 친생모로 등장하고 또 
물러나게 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는 첫번째 시기로 1966년부터 1979년까지를 다룬다. 이 시기의 해
외입양 추이의 특징은 196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추세가 1975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1976년 증가한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가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1975년과 1970년  후반 3
년간의 일시적 감소가 이루어진 시기와 그 외의 전체적인 증가 추세가 나타
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시기는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이다. 이 
시기 해외입양은 앞선 1970년  후반의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점차 줄어들던 
양상이 1980년에도 유지되다가 1981년부터 또 다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

다. 이러한 추세는 1986년과 87년의 부분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
은 비율의 해외입양이 이루어졌던 시기 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시기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해외입양이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급감은 급감 직후인 1993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의 
해외입양 유지 시기로의 전환 시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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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친생모의 입양결정 증가와 해외입양 감축정책의 충돌, 
1966년~1979년

 본 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하 던 해외입양이 1960년  초
반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1966년 이후부터 해외입양의 초기 증
가가 이어진 뒤 정부의 해외입양 감축정책이 도입된 이후 감소 추세가 나타났
던 1979년까지 시기를 다룬다. 먼저 1절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아동복리시설 
운 을 사실상 뒷받침해왔던 외원기관(外援機關)의 지원 감소와 기관 철수가 
가져온 아동보호체계 변화 이후의 국내 요보호아동 보호체계의 변화와 해외입
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당시 가족 외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했
던 요보호아동이 발생했던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에 한 사회적 보호
의 불안정성 속에서 점차 해외입양이 주요한 아동보호 방식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2절에서는 불평등한 모성 법제와 현실 속에
서 당시 주로 미혼모를 상으로 한 해외입양 친생모 보호정책의 도입 양상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70년 에 본격적으로 해외입양 친생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한국 사회가 어떠한 친생모 보호정책을 모색하 는지, 
그럼에도 왜 해외입양 친생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
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해외입양 친생모 및 해외입양에 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
하 는지를 살핀다. 당시 언론의 재현 속에서 해외입양 친생모는 누구 으며, 
왜 자녀를 입양 보내게 되는 것으로 그려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편 한국 사
회에서 해외입양 상 아동이 이전의 혼혈아동에서 점차 한국계(비혼혈) 아동
의 입양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이 시기에 한국 사회는 과연 해외입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외의 입양가정에 해서는 어떤 인식과 기 를 갖고 있
었는지를 당시의 해외입양의 증가 속에 늘어나기 시작한 해외입양 사고(事故) 
사례에 해 한국 사회와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응하 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4절에서는 이 시기의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친생모 통계 추이와 구체적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를 통하여 친생모의 특성(연령, 혼인지위, 입양사유)과 그
들의 입양결정 양상을 살피고, 친생모의 변화가 요보호아동의 발생 추이 및 해
외입양 증가, 해외입양아동 특성 변화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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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국내아동보호의 불안정성과 해외입양

 1. 요보호아동 보호체계의 변화와 해외입양

  (1) 외원기관 철수와 기아(棄兒) 증가

 1960년  중후반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의 추진과 함께 점차 1950
년  이후 절 적 빈곤과 전후 피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본 장에서는 이
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당시 외원기관(외국민간원조단체52), 외원단체, 민간원
조기관, 이하 외원기관)이 점차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외원기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던 아동복리시설53)의 변화가 불가피 하 다. 이어서 과연 한국사

52)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약칭: 외
국원조단체법)』[법률 제1480호, 1963. 12. 7 제정, 1964. 1. 1 시행] 제1조에서 외
국민간원조단체를 줄여서 외원단체로 칭하고 있는데, 동법의 제2조에 따르면 이때 
외원단체라 함은 “그 본부가 외국에 있고 그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서 보건사업・
교육사업・생활보호・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

리적인 사회사업기관으로서 그 사업 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외국
인에 의하여 운 되는 기관”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외국민간원조
단체에관한법률” 참조). 법률상으로는 외원단체로 지칭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
원기관으로 지칭하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개별 외원단체를 지
칭할 때는 ‘외원단체’로, 이들 외원단체의 집합으로서 외원 철수와 지원 감소 등을 
설명할 때는 집합으로서 ‘외원기관’이란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53)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고 1962년 1월 1일 시행된 제정 『아동복리법』에 이어
서 1962년 3월 27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아동복리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리
시설의 의의’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이에 준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그 유형으로 아시설
은 “5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하는 시설이며, 육아시설이란 4세 이상 18
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하는 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산시설
은 ”요보호임산부를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모
자보호시설은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여자로
서 그가 감호하여야 할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아동과 함
께 그 모를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탁아시설은 “보호자가 근
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
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
입양 위탁시설은 ”요보호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보호하게 하거나 직장에 
고용을 주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들 용어를 그 로 사용하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현재의 ‘아동복지시설’ 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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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정부는 여전히 많은 수의 요보호아동으로서 기아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
에서 어떻게 외원기관의 지원 공백에 응해 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외원단체들은 다른 전후 
피해 집단보다 전쟁고아, 전쟁미망인의 자녀, 빈곤가정 자녀 등 아동복지・구
호에 큰 관심을 보 다. 전국적으로 한국전쟁 기간 동안과 전쟁 이후 설립된 
아동복리시설에 한 다양한 지원(정기 지원, 부정기 지원, 부분적 지원, 시설
건립자금 지원, 운 비 지원, 시설건립물자 지원 등)이 외원단체를 통해 이루
어졌다. 그로인해 한국전쟁 기간 및 전후복구 기간, 급증한 아동복리시설에 

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신하여 많은 아동복리시설은 실질적으로 정부나 아
동복리시설의 재원이 아닌 외원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여 운 되고 있었다.
 1963년 12월에 제정된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있어서
의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사업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외원단체의 
지원으로 정부 차원의 복지시설에 한 지원 부족 속에도 아동복리시설은 
1955년 4백65개( 아시설 26개, 육아시설 439개)에서 1960년 4백72개, 1963
년 4백99개, 1966년 5백41개( 아시설 79개, 육아시설 462개)로 그 시설수와 
재원아동이 꾸준히 증가했다(보건사회연보, 1966). 1966년 주한외원단체연합
회(KAVA, Korean Association of Volunteer Agency) 연차 회 자료에 따
르면 1966년 당시 국내 “6만7천여 명의 고아 가운데 거의 6만명의 고아들이 
선명회, 컴패션, 기독교아동복리회 및 양친회와 같은 외원단체의 보호 하에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처럼 1960년  중후반까지 국내 아동복리시설 
내 아동 지원에서 외원단체의 비중은 절 적이었다(카바40년사 편찬위원회, 
1994: 112). 1960년  중반 시기, 주요 외원단체로는 기독교아동복리회(CCF, 
Christian Children’s Fund, 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선명회(World Vision, 
현 월드비전), 홀트씨해외양자회(현 홀트아동복지회), 컴패션(Compassion), 기
독교세계봉사회 등이 있었다54).

법률 명칭에 따라 ‘아동복리시설’로 지칭할 것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리법 
시행령” 내용 참조).

54) 국내에서 활동했던 외원단체는 주한외원단체연합회(KAVA)를 구성하여 한국 사회
와 정부의 공적 구호제도와 재원이 마련되기 이전 많은 재원을 통해 한국 사회복
지 전반에 큰 향을 주었다. 외원단체연합회는 1952년 결성되어 이후 전후 복구
사업에 이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등으로 한국정부가 사회복지부문에 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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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외원단체 철수에 따른 아동복리시설 운 에 한 
우려를 전하는 기사

 1960년  후반인 1968년과 1969년에 접어들면서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 
온 외원단체의 지원이 차츰 줄어들고, 전쟁 기간과 이후 내원했던 외원기관의 
철수가 논의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55)

 외원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아동복리시설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기 하 지만, 
1960년  후반 당시 한국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막 한 규모의 외원을 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특히 1960년  경제개발에 한 강조 속에 전체 
예산에서 보건사회부(이하 보사부)가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1960년 전체 예산
의 4.76퍼센트에서, 1968년에는 3.35퍼센트로, 다시 1970년에는 1.98퍼센트
로 줄어들고 있었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1972년 1.55퍼센트로 감소까지 이어
졌다. 당시 보사부 예산은 크게 보건 역과 사회복지 역으로 구분될 수 있
는 당시 보사부 예산 가운데, 보건 역의 전체 정부 예산 내 비율은 1퍼센트 
내외로 거의 변함이 없었던 반면, 사회복지 분야 비율은 전체 예산 가운데 
1960년 3.78퍼센트에서 1965년 2.41퍼센트, 1970년 0.98퍼센트로 가파른 감
소세를 보 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 가운데 빈곤가정과 생활보호 상자

못했던 기간 동안 전재민 구호와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곳이 외원단체
연합회 회원단체들이었다. 다양한 활동을 펼친 외원단체들에 한 조정과 통합 작
업을 외원단체연합회가 수행하 다(카바40년사 편찬위원회. 1994: 77).

55) 자료: 동아일보 1969. 1. 10 “올해 만여 고아 원조 끊겨, 외원의존에 큰 타격” 사
진설명 : 이제 우리가 맡아야 할 고아들…서울 K고아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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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공적 부조의 비율은 1965년 73.6퍼센트에서 1970년 42.7퍼센트로 감
소하 으며, 이는 공적 부조의 한 부분으로서 지원을 받았던 당시 각종 사회
복지시설에 한 예산의 지체와 감소를 의미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 예산 감
소 속에 아동복리시설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한 지원은 전체 사회
복지 예산의 1965년의 2.0퍼센트, 1970년 1.8퍼센트로 정부의 예산 지원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56).
 이처럼 정부의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사실상 이루지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복리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한 외원기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원기관의 철수로 사회복지시설에 한 지원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후반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이 자체 재단 수익으로 자체적인 운 경비의 확보가 어려
운 경우나, 지역적으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 계속 존속할 필요가 적은 
시설을 통폐합하여 정비하거나 기존 시설을 가능한 특수시설로 사업목적의 변
경을 권장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자립적 운 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57) 1972년 「아동복지시설 정비요강」을 통해 줄어든 
외원을 신한 재정적 지원을 신한 정부의 복지지원 확 가 사실상 없이도 
자립적 운 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운 을 억제하고, 타시설로의 전
환을 권하 다. 이러한 정부의 사실상의 지원 확 가 없는 상황에서 외원단체
의 지원 축소는 직접적인 아동복지시설 감소로 이어졌다(보건사회연감, 1972: 
75-7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3).

56) 보건사회부 예산 총액, 보건사회부 예산 비율 및 정부예산에 한 비율: 한국사회
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2: 386-390 자료에서 ‘일반회계’ 및 ‘경제개
발 특별회계’를 합한 합계액 기준 연구자 환산 인용. 사회복지비에 한 비율: 정
홍익(1987: 369) 참조.

57) 1970년 1월에 제정되고, 4월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생활보호법
에 의한 각종 보호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 , 아동복리법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
한 각종 선도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 , 사회복지상담, 재해구호, 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 운 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결격
사유, 법인의 자산규모의 하한선 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과 운 상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 참조). 1970년 
제정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사회복지를 일정규모와 자산 이
상의 법인화를 통해 자립적 운 이 가능한 시설들로 제한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정
부의 재정적 지원과 외원기관의 지원이 없이 운 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
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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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유기 아(갓난아기)의 증가에 한 기사

58)

 1960년 와 70년  한국에서는 기아 관련 통계상으로 연간 5천명에서 7천명 
내외의 많은 아동이 기아로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동안 해외입양과 
아동복지에서 기아(棄兒)통계59)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도 소수에 지나지 않
으며(이배근; 1988; 최혜경, 1998), 관련 통계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본 장에서는 보건사회연보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발표된 시기를 중심으로 
기아발생 아동의 특성(성별, 연령, 지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66년
부터 1973년까지60)의 기아발생 아동의 성별 구성에서 여아의 비율은 아래 
<표 21>과 같다.

58) 자료: 동아일보 1972. 4. 27 “해마다 느는 갓난애 유기(遺棄) 병사(病死) 27%”
59) 기아(棄兒)란 크게 연령 기준으로 기아, 미아, 부랑아로 구분되기도 했는데 이때 

연령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기아인 경우 관련 통계가 1세 이하, 1세~6
세, 6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발생 기아의 규모를 통해 볼 때 

체로 1세~6세의 비율이 절반에 가깝고, 1세 이하의 비율도 높아져 주로 6세 이
하의 아동 가운데 미아를 제외한 것을 기아로 분류하 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아에 한 범주 기준과 개념은 본 연구 시기 내내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60) 정부의 기아(棄兒) 통계 및 해외입양 통계는 1973년을 끝으로 공식적 보건사회연
보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련 통계의 작성은 계속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도 관련 신문 기산, 전문가의 발언에는 기아 
통계가 ‘증가추세에 있다’거나 ‘기아 아동수가 00명에 이른다’는 등의 언급이 1970
년  후반과 80년  초반에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연
령, 성별 등)별 자료는 없지만, 기아 및 해외입양 기록에 한 발표금지 지속 시기
(공식 기록은 없지만 해외입양연보에서 사라지고 다시 등장한 1974년부터 1988년 
시기로 추정됨)가 끝나고 난 1980년  후반부터는 다시 비공개된 1970년  중반부
터 1980년  중후반까지의 기아 관련 통계가 공개되어 인용되는 것을 볼 때, 비공
개 시기에도 관련 통계의 작성은 이루어졌으며, 그 발표만 중단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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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여아 기아 아동수 

(여아 내 비율)
남아 기아 아동수 

(남아 내 비율)
1세 이하 1-6세 6세 이상 1세 이하 1-6세 6세 이상

1966 1,013
(26.2)

2,059
(53.2)

801
(20.7)

530
(15.6)

1,414
(41.6)

1,457
(42.8)

1967 1,101
(31.5)

1,818
(52.0)

575
(16.5)

501
(16.5)

1,336
(44.1)

1,195
(39.4)

1968 903
(27.8)

1,885
(58.0)

464
(14.3)

391
(14.4)

1,399
(51.4)

934
(34.3)

1969 1,054
(32.6)

1,734
(53.7)

444
(13.7)

442
(17.6)

1,258
(50.1)

811
(32.3)

1970 1,531
(49.7)

1,046
(34.0)

501
(16.3)

652
(28.7)

811
(35.8)

805
(35.5)

1971 1,337
(41.4)

1,534
(47.4)

362
(11.2)

655
(28.6)

1,063
(46.4)

574
(25.0)

1972 2,191
(59.3)

1,225
(33.2)

276
(7.5)

1,033
(41.0)

934
(37.1)

552
(21.9)

1973 1,917
(56.7)

1,197
(35.4)

269
(8.0)

965
(37.7)

1,032
(40.3)

561
(21.9)

<표 21> 성별, 연령별 기아 발생 추이 (1966년~1973년)

61)

 <표 21>에 따르면 여아의 경우 6세 이상이 1966년 20.7퍼센트에서, 1973년 
8퍼센트로 감소했다. 또한 1세에서 6세까지의 여아 기아도 1966년 53.2퍼센
트에서 1973년 35.4퍼센트로 줄어들었다. 반면 1세 이하 여아의 비율은 1966
년 여아 기아 26.2퍼센트인 천13명이었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1973년에는 
56.7퍼센트 천9백17명으로 비율과 아동수 모두에서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보

다. 이를 통해 1966년부터 1973년 사이에 여아의 기아에서 1세 이하의 저
연령 여아의 비중이 증가하는 아화(嬰兒化)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남아 기아 발생에서는 연령별 증감 추이에서 6세 이상이 1966년 
42.8퍼센트에서, 1973년 21.9퍼센트로 감소하 다. 한편 여아 기아와 달리 남
아 기아의 경우 1세에서 6세까지의 비율이 1966년 41.6퍼센트)에서 1973년 
40.3퍼센트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남아 기아의 연령 구성에 있어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 다. 여아의 경우 1세 이하의 비율이 절반이 넘었던 반면, 남아

61)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내 기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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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아 아동수
(비율) 1세 이하 기아 비율

남아 여아 합계 남아 100명
당 여아 

여아
1세 이하

남아 
1세 이하

남녀
1세 이하

1966 3,401
(46.8)

3,873
(53.2) 7,274 113.9 26.2 15.6 21.2

1967 3,032
(46.7)

3,494
(53.3) 6,526 115.2 31.5 16.5 24.5

1968 2,724
(45.6)

3,252
(54.4) 5,976 119.4 27.8 14.4 21.7

1969 2,511
(43.7)

3,232
(56.3) 5,743 128.7 32.6 17.6 26.0

1970 2,268
(42.4)

3,078
(57.6) 5,346 135.7 49.7 28.7 40.8

1971 2,292
(41.9)

3,233
(58.1) 5,525 141.1 41.4 28.6 36.1

1972 2,519
(40.6)

3,692
(59.4) 6,211 146.6 59.3 41.0 51.9

1973 2,558
(43.1)

3,383
(56.9) 5,941 132.3 56.7 37.7 48.5

<표 22> 기아 내 1세 이하 비율 추이 (1966년~1973년) 

의 경우는 1966년 15.6퍼센트에서 1973년에는 37.7퍼센트로 비율과 아동수 
모두 증가하 지만 여아의 비율보다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비교
에서 전체 기아는 남아 기아가 여아에 비해 적었으며, 더 차지하는 비율도 점
차 더 낮아져갔다. 위 <표 21>의 내용을 다시 남아와 여아, 1세 이하 연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 아래 <표 22>이다. <표 22>에 따르면 1966년부터 
1973년 시기 기아발생 양상은 전반적으로 점진적 감소 추세 속에 기아의 
아화와 여아비율의 증가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

 위 <표 22>를 통해 남아 기아 수는 여아에 비해 감소폭이 커서 1966년 3천4
백1명에서 1973년 2천5백58명으로 1966년 기준으로 25퍼센트 가량이 감소한 
반면, 여아 기아의 경우는 1966년 3천8백73명에서 1973년 3천3백83명으로 13
퍼센트만이 감소하여 상 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62)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내 기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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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유형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아시설 
재원 아동수

(시설수)
10,602

(79)
10,847

(79)
9,678
(76)

8,950
(75)

7,636
(74)

6,819
(66)

5,545
(54)

육아시설
재원 아동수

(시설수)
52,674
(462)

52,428
(444)

48,419
(437)

45,109
(436)

41,155
(430)

39,731
(400)

34,469
(376)

연도
유형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아시설 
재원 아동수

(시설수)
4,394
(52)

3,883
(42)

3,673
(37)

3,251
(36)

3,163
(40)

2,507
(36)

2,401
(35)

육아시설
재원 아동수

(시설수)
31,782
(333)

30,921
(323)

29,323
(313)

27,896
(307)

25,887
(293)

23,803
(271)

22,215
(264)

<표 23> 아 및 육아시설 시설수와 재원 아동수 (1966-1979년)

남아 기아 백명당 여아 기아의 비율로 환산하며 1966년 113.9명에서 1969년 
128.7명, 1972년 146.6명으로 여아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
다. 기아 발생 연령별 양상에서 주목할 점은 1세 이하 기아의 비율이었다. 전체 
기아에서 1세 이하의 비율은 1966년 21.2퍼센트에서 1970년 40.8퍼센트, 1972
년 51.9퍼센트, 다음 해인 1973년 48.5퍼센트로 증가하 다. 남녀 기아에서 1
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1966년 21.2퍼센트에서 1969년 26.0퍼센트, 1972
년에는 과반이 넘는 51.9퍼센트에 이르렀다. 이는 기아 발생에 있어 성별로는 
여아의 비중 높아졌으며, 연령별로는 1세 이하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기아의 
여아화(女兒化), 아화(嬰兒化)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960년  후반 외원단체의 철수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은 자체 재정 확보를 통해 자립적 운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재정 측면에서 시설의 자립을 위해 “각 시설에서는 
그 지역사회의 문제는 그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지
역사회 주민들의 협조를 받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각 시설에서는 수익재산 증자
로 자립 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 다(보건사회연감 1972, 
75-76).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침은 사실상의 아동복지시설 축소의 추진 의사
를 밝힌 것이었고, 실제로 1970년에 접어들면서 아동복지시설은 급격히 감소
하기 시작했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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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연도

육아시설 아시설
 연말 
재원 

아동수
연간 입소 

아동수
입소/재원 
아동비율

 연말 재원 
아동수

연간 
입소 

아동수
입소/재원 
아동비율

1966 52,674 10,518 20.0 10,602 4,728 44.6
1967 52,428 9,156 17.5 10,847 4,988 46.0
1968 48,419 7,542 15.6 9,678 4,219 43.6

<표 24> 아시설 및 육아시설 입퇴소 및 재원아동 추이 (1966년~1979년)

 위 <표 23>은 1966년부터 1989년까지의 아동복지시설 시설수와 보호아동수
(연말재원아동수)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표를 통해 아시설(3세 이하 
아동 상)은 1966년과 79개에서 1972년 54개, 1976년 36개, 1979년에는 35
개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수와 함께 (매년 연말기준) 재
원 아동수도 감소해 아시설의 경우 1966년 만6백2명에서 1973년 4천3백94
명으로 감소하고, 이후 1979년에는 2천4백1명으로 1966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육아시설의 경우도 체로 감소가 진행되어 시설수에서
는 1966년 4백62개에서 1975년 3백13개로 1979년에는 2백64개로 감소하
다. 육아시설 재원 아동수는 1966년 5만2천6백74명에서 1975년 2만9천3백23
명으로 44퍼센트나 감소하고, 다시 1979년에는 2만2천2백15명으로 꾸준히 감
소하 다. 1979년부터 1966년을 비교했을 때, 아시설 재원 아동수는 73퍼
센트가, 시설수로는 56퍼센트가 줄었다. 육아시설의 경우는 재원 아동수가 58
퍼센트가, 시설수로는 43퍼센트가 감소하 다. 즉, 아시설과 육아시설 모두 
재원 아동수와 시설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 지만, 감소폭에 있어서는 아
시설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리시설의 감축은 곧 요보호아동 발생이 그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 한 
기존의 아동보호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아래 <표 24>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의 아시설과 육아시설의 입퇴소 아동의 특징이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표 23>의 전반적인 아동복리시설의 시설수
와 재원 아동수의 감소가 공통적이었던 반면, 입퇴소 아동의 수에 있어서는 
아시설과 육아시설의 양상이 달랐던 것을 <표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3) 자료: 해당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수용자 동태” 항목 내 아시설, 육
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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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45,109 6,118 13.6 8,950 3,988 44.6
1970 41,155 6,566 16.0 7,636 4,294 56.2
1971 39,731 5,375 13.5 6,819 5,111 75.0
1972 34,469 5,336 15.5 5,545 4,268 77.0
1973 31,782 4,540 14.3 4,394 5,976 136.0
1974 30,921 6,964 22.5 3,883 5,057 130.2
1975 29,323 4,908 16.7 3,673 5,328 145.1
1976 27,896 4,893 17.5 3,251 4,778 147.0
1977 25,887 3,948 15.3 3,163 4,489 141.9
1978 23,803 3,693 15.5 2,507 9,708 387.2
1979 22,215 2,562 11.5 2,401 7,552 314.5
평균 36,129 5,866 16.1 5,954 5,320 127.8

64)

 <표 24>에 따르면 아시설과 육아시설의 아동입소 양상은 각기 다른 특성
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를 아래 <그림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육아시설의 경우는 시설수의 감소에 비례하여 입소아동수의 감소가 꾸준히 함
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시설의 경우는 <그림 22>와 같이 시설
수의 감소에 따른 수용가능 아동수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소
하는 아의 수는 1966년 4천7백28명에서 1975년 5천3백28명으로 다시 
1978년 이 시기에서 가장 많은 9천7백8명으로 늘어난 이후, 1979년 7천5백
52명으로 일부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아시설의 재원 아동수 비 입소아
동수 비율은 1966년 44.6퍼센트 던 것이, 1975년에는 145.1퍼센트로 증가하

고, 1979년의 314.5퍼센트로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아시설의 경우, 시설수의 감소는 물론 수용가능한 아동수가 지속적
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아동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완만한 증가추세
를 보이던 아시설 입소아동수는 1978년을 기점으로 1977년의 4천4백89명
에서 한 해만에 두 배가 넘는 9천7백8명으로 증가한 다음 이듬해인 1979년에
는 다시 약 22퍼센트가 줄어든 7천5백52명으로 일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발생과 육아시설 입소아동 양상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연령별로 3세 

64) 자료: 해당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수용자 동태” 항목 내 아시설, 육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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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육아시설 재원 아동수 및 입소아동수 추이 
(1966년~1979년)

<그림 22> 아시설 재원 아동수 및 입소아동수 추이 
(1966년~1979년)

이하( 아)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이 아동복리시설에 맡겨지는 양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점을 추측할 수 있다.

65)

66)

 특히 <그림 22>와 같은 양상으로 아시설 입소가 지속되고 오히려 증가한 
것에 하여 1968년 5월 경향신문(아래 <그림 23> 관련)은 당시의 아시설

65) 자료: 해당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수용자 동태” 육아시설
66) 자료: 해당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수용자 동태” 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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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시보호 목적의 아시설 입소의 
문제점에 한 기사

에 입소하는 아동의 많은 수가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이 임시적으
로 돌봐줄 곳이 없자 자녀를 맡기는 사례라고 지적하 다. 하지만 아시설에
는 부모가 있는 자녀를 수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임
시 보호를 요청하는 자녀는 받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자녀를 고아가 아니지
만 입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 근처에 두고 기아로 두고 온 다음 다시 찾
으러 가는 편법적 방식으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친권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맡길 수 있게 함으로써 아시설에 맡기기 위해서 
아이를 유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기사는 이러
한 아시설의 아동 수용 양상을 개선하고,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맡기는 절차와 기준을 조정(양성화)하여 일시적으로 맡겨 보호를 받은 후 다시 
데려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67)

 다음으로 살펴볼 아시설 입소아동의 지역별 분포를 통해 1978년의 아시
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증가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아래 <표 25>는 
1967년부터 1979년까지 아시설 입소아동 지역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67) 자료: 경향신문 1968. 5. 4 “어린이와 어머니 5월은 푸르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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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유형 1967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전국 아시설 
입소아동수 4,988 3,988 5,111 4,825 5,118 4,401 7,446

서울 아시설 
입소아동수

(전국 비 비율)
2,464
(49.4)

2,224
(55.8)

2,832
(55.4)

3,271
(67.8)

2,053
(40.1)

1,238
(28.1)

5,239
(70.4)

서울, 경기, 부산, 
구 아시설 

입소아동 합계
(전국 비 비율)

3,539
(71.0)

3,107
(77.9)

4,288
(83.9)

3,935
(81.6)

4,202
(82.1)

3,433
(78.0)

6,750
(90.7)

<표 25> 전국 및 주요지역 아시설 입소아동수 추이 (1967~1979년까지 격년)

68)

 아시설 입소아동의 지역별 분포를 정리한 <표 25>에 따르면, 1975년의 경
우 전체 입소아동 5천백18명 가운데 서울의 아시설에 40.1퍼센트인 2천53
명의 아가 입소하 으며, 전국 도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경기(인천 
포함), 부산, 구(경북 포함)의 네 지역의 합계가 전체의 82.1퍼센트로 전국
적 아시설 입소아동 가운데 서울 및 경기, 부산과 구 지역에서 80퍼센트 
이상의 아시설 입소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1978년과 79년을 거치며 더욱 확연해지는데 1978년의 경우 서울 아시설 
입소아동수는 전국의 71.3퍼센트인 6천4백58명, 같은 해 서울과 3  주요 지
역(경기, 부산, 구)의 합은 거의 90퍼센트에 근접한 89.4퍼센트(전국 9천52
명 입소 가운데 8천91명)에 달하 다. 1979년에는 절 적인 아시설 입소아
동수는 전년 1978년에 비해 9천52명 비 18퍼센트 가량 감소한 7천4백46명
이었지만, 서울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70.4퍼센트 으며, 주요 네 지역(서울, 
경기, 부산, 구)이 차지하는 비율은 90.7퍼센트로 전년 비하여 조금 더 높
아졌다.
 당시의 인구의 전국적 분포가 도시화로 인하여 수도권과 도시로의 과  현
상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의 비율이 1975년 40.1퍼센트에서 1978
년 71.3퍼센트로 급증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처럼 아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컸던 이유로 세 가지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전국적 아시설의 설치의 불균등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
나 <표 24>의 아시설 시설수와 재원아동 감소 추세에서 확인할 수 있듯 

68) 자료: 해당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수용자 동태” 항목 내 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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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전국의 37개소로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는 않았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아시설의 시설 수나 재원아동수와 관계없이 
입소 및 퇴소하는 아동수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입소 및 퇴소 양상에서 차이가 
발생하 을 수 있다. 육아시설과 아시설의 입소아동 양상의 차이를 보여주
는 <그림 21>과 <그림 22>의 차이와 같이 1970년  이후 육아시설의 경우 
시설수와 재원아동수에 비례하여 입소아동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아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수와 재원아동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소
하는 아의 수는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아의 입소의 편차가 왜 발생하 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1978년의 아시설 입소아동의 급증이 아시설 지역별 비율에서 서울의 비
율이 1977년 28.1퍼센트에서 1978년 71.3퍼센트로 급증한 것이 상호 관련성
을 가진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1978년의 서울 지역 아시설 입소
아동수가 시설수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천2백38명에서 6천4백58명으로 5.2
배나 급증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아시설의 지역별 분포가 직
접적으로 아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의 증가가 아닌 다른 아관련 변화
를 포함하는 개념( 아의 입양 전 임시위탁제도로 입양 전 가족형태의 보호를 
실시한 것을 이러한 아시설 입소로 포함시킨 것)으로 아시설 범주와 보호
과정 상 입소에 한 기준이 변화한 것에 따른 것일 수 있다. 
 1960년  후반부터 기아 발생이 연령별로 아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하 으
며, 이는 외원의 감소와 아동복리시설 축소 속에 아시설과 육아시설에 각각 
입소하는 요보호아동 증감 양상의 뚜렷한 차이로 이어졌다. 한편 당시의 이러
한 아 기아 비율의 증가와 함께 아시설 입소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지역적
으로 서울을 비롯한 도시, 그 가운데 경기, 부산, 구 지역의 아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90퍼센트를 넘어설 정도로 압
도적으로 많았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아 발생의 연령별, 지역별 
특성이 나타난 것에 해서는 본 장의 4절에서 친생모의 입양결정과 요보호아
동 체계, 해외입양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다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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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법률 개정과 해외입양상담 확대

 한국전쟁 기간에 시작된 해외입양은 당시 이승만 통령의 특별지시로 시작
되었다. 이후 1950년  중후반, 여러 차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통과
되지 못한 채 해외입양은 지속되었다. 최초의 해외입양 관련 입법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통령이 물러나고, 시작된 제2공화국을 1961년 5・
16 군사 쿠데타로 체하고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정(軍政) 체제 하에
서 1961년 9월 30일에 통과 및 시행된다. 당시 통과된 고아입양특례법의 주
요 내용은 “외국인이 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簡易)
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 제1항)”으로 
하며, “고아가 외국인의 양자로 되는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제1조 제2항).고 법의 목적(고아입양특
례법 제1조 목적)을 명시하 다69). 이 고아입양특례법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
되어 온 외국인에 의한 한국 아동의 입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를 간소한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었다. 
 고아입양특례법 제정은 기존에 추진되던 해외입양의 법적 근거를 사후적 차
원에서 마련된 점,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입양을 간소
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지만, 그 심의 
과정과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는 해외입양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
의 책임 등의 규정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고아입양특례법 법
률의 제정 이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해외입양이 이루어지던 것이 고
아입양특례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한편에
서는 해외입양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촉진하려는 목적에 치우침으로써 해외입
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무엇보다 입양되는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
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미흡하 다(김진, 1962).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해외입양 절차와 해외입양기관 역할이 
명시되면서 이후의 해외입양 양상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1968년 한국기독
교양자회(이하 기독교양자회)에 의해 도입된 미혼모 상담 사업은 이후 1973년
을 전후해 해외입양 기관70)인 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

6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아입양특례법(법률 제731호, 1961. 9. 30 제정, 1961. 9. 3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2020년 4월 12일)



            제3장. 친생모의 입양결정 증가와 해외입양 감축정책의 충돌, 1966년~1979년

- 93 -

회, 한국기독교십자군연맹(현 동방사회복지회, 이하 동방사회복지회)으로 확
・시행되었다. 이러한 미혼모 상담사업의 확 는 첫째, 기존의 기독교양자회 

중심의 국내입양을 위한 미혼모 상담 사업이 해외입양기관으로 확 된 것. 둘
째, 해외입양기관이 미혼모 상담사업과 함께 국내입양 사업을 시작71)한 점에
서 국내입양・해외입양 양상에 변화를 불러왔다. 미혼모 상담기관의 확 와 
해외입양기관의 전국적 입양사무소 진출은 이전의 서울과 일부 도시(부산, 

구, 광주)에서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이 진행되던 1972년 이전의 상황과 
달리 미혼모 상담사업의 전국적 확 72)를 가져왔다. 이는 이전까지 주로 아동
복지시설에 맡겨진 요보호아동 가운데 입양에 적합한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
다. 하지만 1973년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해외입양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해외입양기관을 찾아 입양상담을 통해 자녀의 입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해외입양 과정이 변화하기 시작하 다.  

 2. 해외입양 감축정책의 도입

  (1) 해외입양 증가에 대한 우려의 대두

70)국내 해외입양기관의 설립 및 명칭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 한사회복지
회’는 1954년 ‘한국아동양호회’ 설립, 1961년 ‘ 한양연회’로 명칭변경, 1971년 현 
‘ 한사회복지회’로 명칭 변경. 현재 홀트아동복지회는 1956년 ‘홀트씨해외양자회’ 
설립, 1972년 현 ‘홀트아동복지회’로 명칭 변경. 1964년 현재 ‘한국사회봉사회’ 설
립. 현재 ‘동방사회복지회’는 1971년 ‘한국기독교십자군연맹’ 설립, 1972년 입양서
비스 시작, 1976년 ‘동방아동복지회’ 설립, 1997년 현 ‘동방사회복지회’로 명칭을 
변경하 다(중앙입양정보원, 2009: 27). 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경우 해외입양기
관의 명칭을 현재의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71) 한사회복지회는 국내입양사업을 1960년  초반부터 일부 추진하 지만, 전체적
으로 해외입양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재정, 인력, 조직적 측면에서 더 많았다. 그 외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동방사회복지회는 이 시기(1970년  초중반)부터 
국내입양사업을 시작하 고, 기독교양자회의 경우 국내입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
관이었던 차이가 있었다.

72) 이러한 해외입양기관 지역사무소의 전국적 확 와 그에 따른 미혼모상담 사업의 
확장에 해서는 <표 28>과 <그림 28>에서 해외입양기관의 국내 지방 아동상담소 
및 일시보호소 확  현황(1953년~1979년)에서 다시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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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5・16 쿠데타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체제는 이후 1963년 10월 
15일에 실시된 통령 선거를 통해 통령에 선출된 박정희가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통령에 취임하 다. 제3공화국의 출범 이후 해외입양의 지
양 보다는 국내보호를 위한 아동복리시설에 있는 아동을 국내 가정으로 입양 
및 위탁하는 정책을 실시하 다. 이에 따라 1960년  중반까지의 해외입양은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 다. 그러나 1960년  중반까지 유지, 감소하던 해외입
양은 1966년과 1967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해졌다. 1960년  말부터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혼혈아동 중심의 해외입양에서 비혼혈아동(부모 모
두가 한국계인 아동, 이하 한국계아동)의 해외입양으로 변화하기 시작하 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  해외입양아동은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이 주로 입양
되었다. 혼혈아동 중심의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 지역에 주둔한 미군
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혼혈
아와 혼혈아동의 어머니들에 한 당시의 사회적 차별로 정부 차원에서 해외
입양을 추진하 던 것과 관련이 있다(김아람, 2009). 그러한 혼혈아동과 전쟁
고아를 상으로 이루어진 해외입양은 1960년  초반, 혼혈아동의 비율과 비
혼혈(한국계) 아동이 각각 6  4의 비율로 혼혈아동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그러나 1960년  후반, 혼혈아동의 절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계 아동의 해외입양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체 해외입양에서 혼
혈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1960년  후반 해외입양의 증가는 기존의 혼혈아동을 상으로 진행된 양상
과 다른 한국계 아동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혼혈아동 해외입양 아
동수가 일부 감소하 지만, 주된 원인은 한국계 해외입양아동이 급증이었다. 
그 결과 해외입양 아동수가 1966년 4백94명에서 1967년 6백26명, 1968년 9
백49명으로 증가한 이후 1969년 천백90명, 1970년 천9백32명, 1971년 2천7
백25명으로 증가했다73). 

73) 본 연구에서는 해외입양 송출국인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관
계로 1950년  초부터 1960년  말까지 해외입양에서 비혼혈(한국계) 아동을 상
으로 1960년  후반 급격히 증가한 해외입양의 입양(수용)국 측면은 우선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체로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 해
외입양이 늘어난 요인 중의 하나가 미국 및 유럽국가의 국가간입양 수요가 본격적
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구 입양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간
입양(동시에 인종간입양)에 한 요청이 늘어난 이유로는 첫째, 2차 전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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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합계

(국가수)
494
(4)

626
(6)

949
(9)

1,190
(10)

1,932
(10)

2,725
(10)

3,490
(10)

4,688
(10)

미국 394 453 630 755 998 1,252 1,671 2,329
유럽지역

입양
(국가수)

100
(3)

165
(4)

307
(7)

429
(8)

928
(8)

1,469
(8)

1,804
(8)

2,347
(8)

유럽지역 
비율 (%) 20.2 26.4 32.3 36.1 48.0 53.9 51.7 50.1

노르웨이 6 23 25 37 71 148 186 259
스웨덴 93 135 225 198 340 511 602 618

국 1 2 2 4 6 1 2 3
덴마크 0 5 7 12 126 308 347 555
독일 0 0 0 2 2 9 62 135

이탈리아 0 0 2 10 25 38 45 26

<표 26> 한국 해외입양 아동 입양국 증가 및 입양아동 증가 추이 
(1966년~1973년)

 1960년  후반의 한국 해외입양 증가에 향을 준 요인의 하나는 해외입양 
입양국의 다양화 다. 1960년  중반 이전에는 부분의 해외입양이 미국으로
의 입양이었던 반면, 1960년  중후반부터는 유럽 국가로의 입양이 확 되기 
시작했다. 아래 <표 26>은 1966년부터 1973년까지의 한국 해외입양 아동을 
입양한 입양국 증가 추이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전까지의 부분이 미국
으로 입양되던 양상이 1960년  중후반부터는 유럽 지역 국가들의 입양이 늘
면서 점차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 다. 그러한 증가는 1966년 당시 유럽지역 
3개국(노르웨이, 스웨덴, 국)에 20.2퍼센트(백 명)가 입양되던 양상이 1968
년에는 유럽지역 7개국으로 입양국이 늘어났으며, 전체 해외입양에서 차지하
는 비율 또한 32.3퍼센트(3백7명)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1970년  초반에도 지속되어 유럽 국가의 입양이 1971년에는 유럽 8개국 합
계가 미국을 앞질러 53.9퍼센트(천4백69명), 1972년 51.7퍼센트(천8백4명)로 
급증하 다. 

유럽의 정치경제적 복구. 둘째, 해당 국가의 국내에서 입양 수요셋째, 1960년  후
반과 70년  초반에 걸친 서구 여성의 권리(미혼모, 한부모 권리 신장, 피임과 낙
태권 등 재생산권의 확 )의 확장이 국가간입양 아동수요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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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 34 86 85 30 55 120
프랑스 - - 12 33 47 112 120 163

네덜란드 - - - 19 96 83 118 182
벨기에 - - - 28 130 229 267 286
기타 - 8 12 6 6 4 15 12

74)

 1967년부터 1974년 사이 8년간 북유럽 3국이 입양한 해외 아동의 총 수는 
7천6백47명이었는데, 그중 한국 출생 아동이 6천4백72명으로 전체의 85퍼센
트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별로는 스웨덴의 경우 8년간 국외
로부터 스웨덴으로 입양된 3천4백83명의 국가간입양 아동 가운데 한국 이외
의 국가에서 입양된 경우는 아시아의 월남, 인도, 필리핀, 그리고 유럽의 그리
스 등에서 온 아동이 모두 87명이었던 반면, 나머지 3천3백96명이 한국아동
으로 스웨덴 국가간입양 아동의 97.5퍼센트가 한국 아동이었다. 1967년부터 
1974년까지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국아동은 천백73명으로 전체의 86.1퍼센트
를 차지하 으며, 덴마크는 천9백3명으로 67.8퍼센트가 한국 출신 아동이었
다75)(국가기록원 보존자료, 고아국외(북구)입양, 1974-81, 생산년도: 1974, 관
리번호 CA0331850 61쪽 자료 참조).
 1970년을 전후해 유럽과 미국으로의 해외입양 증가한 이유는 당시 입양 가
능한 백인아동의 수가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해 감소하면서 백인계 국내입양

74) 비고: 기타 국가로의 입양은 합계에만 포함시키고, 국가수에서 제외한 수치임 자
료: 보건사회연감 ① 1966년~1969년 자료: 보건사회연보 내 “혼혈아 외국 입양 상
황” ② 1970년~1973년 자료: 보건사회연도 내 “해외입양 상황”

입양국 총수
(비율)

한국 아동수 
(비율)

한국 외 국가 
입양아동수 (비율)

한국 외 
주요 송출국

스웨덴 3,483 
(100) 3,396 (97.5) 87 (2.5) 월남, 인도, 

필리핀, 그리스 

노르웨이 1,361 
(100) 1,173 (86.1) 188 (13.9) 월남, 중국, 

인도, 독일

덴마크 2,803 
(100) 1,903 (67.8) 900 (32.2) 독일, 유고, 불가리아, 이란, 

월남, 태국, 에티오피아

합계 7,647 
(100) 6,472 (84.6) 1,175 (15.4)

<표 27> 북유럽 3국의 국가간입양과 한국아동 비율 (1967년~1974년 기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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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기아(棄兒) 아동의 해외입양에 한 
우려를 전한 외신 보도를 전한 기사 

을 신할 비백인계 국가간입양에 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 다. 한편 
1970년을 전후로 국내에서도 해외입양 과정에서나 입양 이후의 사고가 발생
하면서 해외입양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당시 
남북한의 체제경쟁 상황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남한(한국)의 해외입양을 
비난하자 한국정부는 1970년 12월 1일 스웨덴과 인접 5개국(노르웨이, 덴마
크,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해외입양을 중단하기로 발표하 다. 1972년 3
월 동아일보는 스웨덴 교민회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북괴는 지난 70년 6월 
국교도 없으면서 이곳 스톡홀름에 공보관을 설치, 이십 여명의 사실상 공작원
들을 풀어놓고 최근에는 우리 교민들과 스웨덴 정부에 교묘한 침투를 끈질기
게 시도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포들에게 매주 선전 팜플렛”을 보내거나, 스
웨덴 신문에 선전광고를 싣고, “우리 입양고아들과 그들의 양부모들에게도 교
묘하게 접근하려”한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선전활동에 한국 정부도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기사는 보도하고 있다76). 

77)

 이와 같은 일부 유럽국가로의 해외입양 중단선언은 해외입양이 “북한 및 좌
익단체의 역선전으로 국위 선양에 저해”될 수 있다는 중앙정보부의 결정에 뒤
이은 것이었다. 이때 6개국으로의 해외입양 중단은 1971년 3월 2일자로 만 3
개월 만에 해제78)되었다. 북한이 1970년과 1974년 “남측에서는 아이들을 외

76) 자료: 동아일보 1972. 3. 30 “인터뷰 스웨덴 한국교민회 회장 한 우씨 ‘스웨덴에
도 북괴(北傀)의 검은손’”

77) 자료: 동아일보 1974. 6. 11 “AP보도 외국입양 한국 어린이는 고아(孤兒) 아니고 
부분 기아(棄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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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팔아먹는다.는 비난과 악선전(惡宣傳)을 하자, 1970년 유럽 6개국으로의 
해외입양을 일시 중단했던 한국 정부는, 1974년 말부터 정부는 유럽지역으로
의 입양을 제한함과 동시에 어떻게든 해외입양을 억제시키려 했다. 하지만 입
양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들을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이
어서 해외입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충(相衝)된 상황이 벌어졌다. 그 시기에 
해결책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여 해외입양을 감축・

체하는 것이었다( 한사회복지회, 2004: 82). 
 분단체제를 고착화하여 이어가고 있던 한국과 북한은 군사적 측면이나 경제
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상호 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체제가 갖
는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1970년  북한은 (한국에 비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사회복지 부문79)에서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남한에 한 

78) 1971년 유럽 6개국 해외입양 중단을 3개월여 만에 해제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부모들의 중단 해제 진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뿐만 아니라 입양국 정부
와 해외입양 관련 기관의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외교문제화 
될 우려. 둘째, 해외주재 한국 사의 해외입양 중단 해제 요청이 있었으며 그와 함
께 “북한 역선전 예방 보장”방안을 각 국가별로 마련하도록 비를 마련한 점. 셋
째, 국내 아동복리시설 정비에 따른 기아(棄兒)아동의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
호 공백 등이었다. 특히 국내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아시설, 육아시설 등)을 
외원감소와 외원기관 철수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던 상황에 해외입양 중단됨
에 따라 요보호아동 보호처로서 해외입양으로 출국하지 못한 아동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입양이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요보호아동 보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
정이었다(국가기록원, 생산년도: 1975년, 자료명: 『북구3개국에 한 해외입양 재개
보고(제69회)』 11쪽, 관리번호: BA0084782 참고).

79) 김연명(1993)에 따르면 당시 남북한 체제 경쟁은 서로 한쪽의 소멸을 전제로 남북
이 정치, 군사 부문은 물론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
도 그러한 체제경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1970년  
중반까지 상 적으로 열세에 있었고, 이후 1970년  중반 이후 80년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종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 시행 여부와 얼마나 많은 인구층이 사회복지제도의 의무적 적용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사회복지 역을 비교할 때, 1970년 까지 북한이 한
국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1970년 전후 해외입
양 증가 시기의 남북한 사회복지의 상황은 남한이 1960년  후반 보사부의 ‘사회
개발’의 중요성에 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직역(군인, 공무원 등)의 연금, 
산재보험, 초등학교(현재 초등학교) 의무교육 정도 외에는 전국민 상 사회복지제
도는 거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던 반면, 북한은 (1972년 기준) 농어민연금제도를 
제외한 보건의료, 소득, 탁아, 의무교육 등 전 역에서 전 국민을 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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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적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했고, 동시에 남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선전의 장
으로 활용하 다. 그러한 측면 북한은 1970년 전후 한국 해외입양 증가에 
하여 비판하면서 한국 해외입양에 해 국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한국
은 1974년 11월의 북유럽 3국으로의 해외입양 중단을 선언하고 난 이후, 다
음 해인 1975년 2월 말 주한 덴마크 사와 한국 외무부 차관 간의 중단된 
해외입양의 재개에 한 면담이 있은 다음 달인 1975년 3월 15일 북한은 다
음의 내용으로 고아를 입양하는 남한 정부를 다시 한 번 비판하 다.

고아 입양의 미명하에 감행된 동족 매매행위
박×× 일당은 △△△△△△△란 친미 어용 단체를 내세워 
183명의 고아를 미국에 입양시키겠다고 함. 이는 고아 
입양의 미명하에 감행된 악랄한 동족 매매의 일환임.
박×× 일당은 △△ △△△를 통해서만도 9,300여명의 우
리 고아들을 양자의 명목으로 팔아넘겼고 수백만 달라의 
돈을 횡취 했음.
이들 어린이들은 양자로 입양된 순간부터 상품처럼 나무
상자에 포장되어서 비행기에 실려 갔고 한 세기 전 미국
의 노예상인들에게 팔려가던 “아프리카” 흑인들처럼 나
이롱 밧줄에 손발이 묶이운 채 실려 갔음.
(국가기록원 보존자료, 자료명: 고아 국외(북구)입양, 
1974-81 생산기관: 외교통상부 생산년도: 1974, 관리번
호: CA0331850, 38)(해외입양기관 명칭 연구자 생략하

으며, 강조는 연구자)

 보사부는 1974년 11월 26일 북구(北歐, 북유럽, 이하 북유럽) 3개국에 한 
고아입양(孤兒入養)이 북괴(北傀) 및 주재국내(駐在國內) 일부 좌익(左翼) 세력
에 의한 악선전(惡宣伝)의 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과거 수차 고아학 (孤兒
虐待) 사실(事實)이 있었음을 이유로 상기(上記) 제국(諸國)에 한 고아입양을 
중지(中止)하기로 결정”하 다(국가기록원, 1974, 관리번호 CA0331850). 중단
을 통해 “이미 양부모와 결연된 아동에 하여는 입양을 허용할 것”이며, 단, 

사회복지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김연명, 1993: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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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북유럽 국가 입양 기 가정에서 통령과 외교부장관에게 
보낸 입양 재개 요청 편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직접 내한하여 입양수속을 취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허용
될 것”이라는 부분적(部分的) 해제 사유와 “입양을 희망하는 국가의 정부가 
한국 고아입양의 계속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동국(同國)의 일반여론이 이를 
환 하는 경우에는 종전 로 허용할 방침”이라는 전면적(全面的) 해제 사유에 

한 입장을 밝혔다. 

80)

 한편 1974년 말 북유럽 3국에 한 고아입양(해외입양) 중단에 해 (일본 
동경에 상주한) 주한 덴마크 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역선전과 일부 언론
기관의 편향 보도 등으로 입양을 중단된 것을 알고 있으며, 다수의 덴마크 
국민은 북한의 선전에 현혹되지 않으며, 덴마크 정부가 언론기관의 보도 문제
에 안심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언론인과 국민들이 한국 고아의 입양을 환

80) 자료: 국가기록원 보존자료, 자료명: 북구 3개국에 한 해외입양 재개 보고, 생산
기관: 외교통상부, 생산년도: 1974년, 관리번호: BA008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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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해외입양은 인도적인 문제인 만큼 북유럽 3개국에 해
서만 입양을 중단하는 것은 국가별 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
려해 줄 것을 요청하 다. 또한 덴마크 사는 당시 덴마크는 태국과 독일로
부터도 입양을 받고 있었지만 한국 고아의 입양이 가장 많다고 하면서, 직접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입양 수속을 받는 것에 따른 불편을 전하
면서 이러한 해외입양 허가 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 다.
 이에 한국 외무부에서는 “현재 보건사회부의 입장은 덴마크 정부가 아국(我
國) 고아입양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고, 양부모가 입양 아동을 잘 돌봐주고, 
일반 여론이 환 하는 경우에는 종전 로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
하 다. 이에 덴마크 사는 “덴마크 정부의 정식 공문을 지금 제출한다. 조
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해외입양의 빠른 재개를 요
청하 다(국가기록원 보존자료, 생산기관: 외교통상부, 생산년도: 1974년, 관
리번호 CA0331850).
 유럽지역 가운데 한국아동의 입양이 많았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
유럽 국가로의 해외입양 아동을 정부가 제한하자 이들 지역으로 해외입양을 
보내왔던 기관들은 운 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지역으로 아동을 입
양하던 한사회복지회도 1974년 12월 입양지연에 따른 보호 상 아동의 증
가와 입양 기 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의료비와 위탁비가 증가하자 해외입양 

상국을 미국으로 확 81)하 다.

81) 한사회복지회는 이전까지는 유럽지역의 입양국 내의 해외입양 관련 기관과 협
약을 맺고 주로 유럽으로 입양을 보냈던 반면, 1970년  중반 주요 입양국인 북유
럽 국가로의 입양이 중단되자 1975년에 미국 내 아래와 같은 입양기관과 협약을 
맺으면서 북미 지역으로의 입양을 확 하기 시작했다. [협약 기관: ① American 
For International Aid & Adoption(AIAA), ② Catholic Carities(CC), ③ 
Children’s Home Society of CA(CHSCA), ④ Children’s Home Society of 
MIN(CHSM), ⑤ Family Services Travelers Aid, ⑥ Spence Chapin(SC), ⑦ 
Travelers & Immigrant Aid of Chicago]. 그리고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각기 
다른 입양법률이 적용되고 있어서 협약을 할 때마다 새로운 법규와 한국의 해외입
양법률을 조율해야 했다.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의 퀘벡 주(州), 온타리오 주(州), 브
리티쉬 컬럼비아 주(州)의 입양관련기관과도 각각 협약을 맺었는데, 캐나다의 경우
도 주(州)마다 상황이 달라서, 퀘벡 주의 경우는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 입양기
관과 협약을 맺었지만, 다른 주에서는 주로 입양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설 입
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졌다( 한사회복지회, 2004: 83-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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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보건사회부 순시에서 해외입양 감축을 
지시한 통령에 한 보도 기사

  (2) 정부의 해외입양 중단 계획과 감축 정책

 1974년 북한의 한국 해외입양 비난과 이후 취해진 북유럽 3개국에 
한 해외입양 중단 조치와 재개가 이루어진 이듬해인 1975년 해외입양 
담당부처인 보사부의 순시가 진행되었다. 1975년 2월 16일에 통령의 
연소 각 부처를 방문하여 일정을 보고받는 초도순시(初度巡視) 가운데 
보사부 일정 동안, 통령은 긴급실업 책, 직장여성 처우개선에 한 지
시와 함께 해외입양에 한 문제를 지적하 다. 지금껏 공식 석상에서 
해외입양 관련 언급을 않았던 것과 달리 이날 통령은 해외입양에 한 
문제점과 부작용은 물론 개선방향까지 직접 제안하 다.

82)

 박정희 통령의 이날 보사부 순시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튿날 기사를 
통해 다른 지시 사항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인 “해외에 집단으로 입양시
키는 것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한국 고아를 
원해 양자로 데려가는 것은 좋으나 한 번에 여러 명씩 외국에 입양시키
는 것은 폐단이 있는 것 같다”는 통령의 해외입양 문제점에 한 지적 
사항은 물론 그에 한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 “고아들을 국내가정에 입

82) 자료: 경향신문 1975. 2. 17 “박 통령, 순시서 지시, 긴급 실업 책법 제정키로 
보사부 보고” 사진설명 : 보사부를 초도순시(初度巡視), 고재필 장관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있는 박정희 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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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확 하라”, “고아문제는 외국인에 의한 해외
입양보다 국내입양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는 내용, 그리고 
해외입양인의 모국 방문 사업에 한 “외국에 입양해간 고아가 성장했을 
경우 우수한 사람을 한국에 초청, 모국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상세하게 보도83)되었다. 또한 이날 보사부 순시에서의 통령 
지시 사항은 국가기록원 소장 보사부 자료에 『 통령 각하 연두지시 사
항』으로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고아(孤兒)의 국내입양(國內入養) 권장(勸獎)
 가. 이제 우리도 국력이 신장되어 고아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으므로, 한국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공산주의
자들에게 허위선전 구실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해외집단입양방법
을 지양하고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되,
 나. 국내입양의 경우에도 고아를 직접 데려다 키우라면 꺼려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 고아원에 놔두고 양육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면
서 명절이나 주말 등에 양자를 집으로 부르거나 고아원으로 방문
하는 식의 방법이라면 희망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한편, 해외에 기 입양되어 나간 한국출신 고아들도 이제 많
이 장성했을 테니 그들이 모국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그곳
에 살더라도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매년 
모범적인 몇 사람을 선정하여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다(출처: 국가기록원 추가 내용).(강조는 연구자)        

             
 통령 지시 사항의 요지는 우리의 역량도 이제 해외입양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돌볼 수준으로 성장했으므로 해외입양이 공산주의자(북한)의 허위
선전 제공 우려와 한국의 인상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자제하고, 신 국내
에서 소화할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해외입양을 신해 
국내에서 고아를 돌볼 구체적 방안으로 기존의 국내입양과 위탁사업으로는 

83) 자료: 동아일보 1975. 2. 17 “박 통령, 보사부(保社部) 순시서 지시 긴급실업
책법 검토”, 경향신문 1975. 2. 17 “긴급 실업 책법(失業對策法) 제정키로: 박(朴)

통령 순시(巡視)서 지시(指示) ‘직업(職業)여성 처우(處遇)개선’” 참조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104 -

한계가 있으니,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양육비나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
으로 희망자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다. 그리고 해외입양인 들
에게 모국에 한 긍지를 심어줄 방안으로 모범적인 해외입양인의 방문 사
업을 추진할 것도 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령의 지시는 당시 유신 체
제하에 절 적인 향력을 갖는 발언으로 이후 1970년  후반 실시된 해외
입양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  초반, 당시는 국제적 냉전 질서의 변화 속에 한국전쟁 이후 일시적
으로 남한과 북한의 화가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
한 상황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체제 내에서 자신의 우위를 보다 강조하고 상
방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임을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동기를 부여하 다. 
이 같은 체제경쟁의 상황에서 해외입양은 직접적 보도는 적었지만 정부와 청와

에서는 북한의 남한의 해외입양에 한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
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한국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은 1970년  초반과 중반을 
거치며 남한 체제가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가 되어갔다. 그리고 북한과 해외
공관이 함께 설치되었던 북유럽 지역 해외입양이 1960년  중후반부터 본격적
으로 증가한 이후 북한 공관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들 지역에 해외입양을 중
단하는 정책과 함께, 1974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한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
서 해외입양과 관련된 정보인 혼혈아동 수, 기아 아동수, 해외입양 아동수, 요
보호아동 발생추이 등은 기 로 분류되어 비공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남북한 화 국면에서 1972년 통령의 권한이 극도로 강화된 유신 헌법84)에 
의해 시작된 1972년 12월 이후의 유신체제는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사법권까지 장악한 통령이 법과 제도, 헌법 위에서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한 
체제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책으로서 박정희 통령의 해외입양 감축

84) 1972년 10월 17일 통령 박정희는 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위헌적 계엄과 국회
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시행한다. 이후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한 달 뒤인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1972년 12월 27일 유신 헌법으로 불리는 

한민국 제헌헌법 이후 일곱 번째 헌법 개정을 공포·시행한다. 이 헌법 체제에서 
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로 바꾸었으며, 통

령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통령의 추천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며, 통령
이 모든 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 다. 한편 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
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과 함께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 고, 통령의 임기를 6
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 다(한국민족문
화 백과사전 홈페이지 “시월유신(十月維新)” 참조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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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해외입양기관의 국내입양 사업을 
홍보하는 신문 광고

에 한 지시 사항은 관련 당국의 적극적 책 시행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그
와 관련된 법률적, 정책적 감축에 한 시도와 그에 따른 해외입양 및 국내입
양 추이에 해서 살펴볼 것이다.

85)

 1970년  한국의 해외입양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국외의 언론에서 한국 해외입
양에 관한 비판적 보도86)가 지속되었다. 이에 해외입양 감축 정책으로서 국내
입양 확 / 체 시도는 정부의 관련 재정의 지속적 축소로 인해 국내의 다른 
입양기관은 관련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는 1960년
부터 70년  중반까지의 국내입양사업의 실질적 실패에서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서도 정부의 입양특례법 제정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확 는 제한적이었다.

85) 자료: 동아일보 1976. 4. 10. “한 아이를 더 사랑합시다. 귀여운 아기를 양자하세요.”
86) 해외에서 방송된 한국 해외입양 증가 관련 프로그램에 한 기사, 동아일보 1976. 

3. 30 “ 국서 논란 빚은 한국아기 해외입양, 한국내서 양부모 맺어줘야 BBC방송”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106 -

 기관

4  해외입양기관87) 국내 아동상담소 및 일시보호소

1954년부터 1979년까지

신설된
아동상담소 및 일시보호소 수

합계1953년~
1965년

1966년~
1972년

1973년~
1979년

한사회
복지회

1954 기관 설립 (서울)

1 1 2 41969 광주

1974 서울 아일시보호소, 
구

동방사회
복지회

1972 기관 설립 (서울)

- 1 6 7
1975 부산
1977 동방 아일시보호소

성남, 전, 인천
1978 원주

한국사회
봉사회 1964 기관 설립 (서울) 1 0 0 1

홀트아동 1955 기관 설립 (서울) 1 0 11 12

<표 28> 해외입양기관의 국내 아동상담소 및 일시보호소 확  현황 
(1953년~1979년)

 1976년 4월 3일 동아일보는 “늘어나는 迷兒(미아)・棄兒(기아) 줄어드는 國
內入養(국내입양)”이란 기사를 통해 정부가 1974년부터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
내입양을 늘이기 위해 국내와 해외입양의 쿼터까지 지정해 1974년 1  9에
서, 75년 2  8로 늘렸고, 76년에는 3  7로 더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가장 많은 해외입양을 보낸 기관이자 1975년 국
내입양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기독교양자회를 흡수한 홀트아동복지회조차 
1975년 2백74명을 국내 가정으로 입양하는데 그침으로써 1975년 목표 비율
인 국내입양 2  해외입양 8의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통계자료를 인용 
보도하 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으로 “미혼모들의 무책임한 
출산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가 있으면서도 불우고아가 되는 미아
나 기아도 많이 생겨나”는 반면, “이들에 한 국내입양은 극히 부진”하여 지
금까지 “해외입양에만 거의 의존”해왔다며, 이제라도 “국내입양으로 과감히 

체할 제도적 뒷받침과 이에 호응하는 범국민적 사랑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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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

1973 부산
1975 구
1976 홀트일시보호소
1977 전, 전주, 춘천

성남, 인천, 제주
일산 아일시보호소

1978 마산
합계 3 2 19 24

88)

 해외입양기관은 국내입양 촉진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도시에 설립
되어 있던 지방 상담사무소를 보다 전국적으로 확 하여 입양가정을 통한 국
내입양 사업 확 를 시도하 다. 이는 당시 해외입양기관이 서울에 한 곳의 
본부를 유지하고 전국적으로는 상시적 입양상담을 추진할 사무실을 둔다는 인
식과 필요성을 아직 뚜렷이 갖고 있지 않았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즉, 해외
입양 상 아동을 입양 보내고자 하는 해외입양 친생모가 직접 서울이나 지역
을 통해 입양을 보내는 개념에서는 지역에 별도의 입양상담사무실을 설치할 
필요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외입양기관의 국내입양을 확
할 것을 의무화하자 이를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 하기 위해서는 국내

87) 해외입양기관으로 네 곳 이외에 1950년  중반부터 1960년  후반과 1970년  
초중반까지 국내에서 해외입양을 알선하 던 「가톨릭구제회(C.R.S.)」, 「안식교 성
육양자회(S.A.A.S.)」, 「국제사회봉사회(I.S.S.)」가 국내에서 해외입양을 추진하 지
만 관련 기록이 없어 해외입양기관 국내 사무소 합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톨릭
구제회와 안식교 성육양자회의 경우 외원기관으로서 상 적으로 적은 인원의 해외
입양을 진행하 지만 꾸준한 해외입양을 진행하 다. 한편 국제사회봉사회는 국내
의 관련 사업을 1960년  후반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관련 기록을 한사회복지회
로 이관하 다. 

88) 자료: ① 『나눔, 그 아름다운 삶, 한사회복지회 50년사』, 298-302 “지방사무소
(지부) 시설 현황”; 340-344 “ 한사회복지회 연표” 참조. ② 『동방사회복지회 30
년사』, 376~381 “지방아동상담소” 참조, 동방사회복지회 부산 관련 내용에서 기록
상 1972년으로 언급되었지만, 상담소별 아기인수 상황을 기준으로 1975년으로 포
함시킴. ③ 한국사회봉사회 홈페이지 내 “한국사회봉사회의 역사” 참조. ④ 『홀트
아동복지회 50년사』, 464-479 “지방사무소”; 582-605 “연표 1955-2003” 참조.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부산, 구, 전으로 아동상담 직원의 파견 시작은 1973년으
로 기록되어 있으나, 해당 지역 사무소 개소 일시를 기준으로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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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해외입양기관 아동상담소 및 일시보호소 추이 
(1954년부터 1979년까지)

입양을 위한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증가로 이어지기 시작하 다.

89)

 위 <표 28>과 위 <그림 28>은 1950년 부터 1979년까지 설립된 해외입양기
관의 국내 사무소(일시보호소 포함 서울 및 전국사무소) 현황이다. 이를 통해 
해외입양기관의 지역사무소가 1966년 이전에는 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
회, 한국사회봉사회 세 곳의 서울 사무소만 설치되었던 것이 이후 1972년까지
는 처음으로 한사회복지회의 광주사무소가 1969년에 지역사무소로 개소되고, 
1972년 동방사회복지회가 설립되면서 사무소 수가 다섯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본 장에서 다루는 기간 동안 해외입양기관의 아동상담소 및 일시보호소 수는 
1966년 이전에는 세 곳의 해외입양기관( 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한
국사회봉사회)의 세 곳에서 1966년부터 1972년까지는 한 곳의 신규 해외입양
기관 설립(동방사회복지회)과 한 곳의 신규 지방 아동상담소( 한사회복지회의 
광주 지역사무소) 증가에 그쳤다. 한편 1973년부터 1979년까지는 총 열아홉 
곳의 아동상담소 및 일시보호소가 신설되었다. 위 <그림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3년부터 197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것이 1977년에는 
한 해에 열 곳이 새로이 생겨나면서 큰 폭의 증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1965
년에는 세 곳이었던 해외입양기관의 아동상담소와 일시보호소 수가 1979년에

89) 자료: <표 28>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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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물 네 곳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로인해 1979년에는 전국의 해
외입양기관의 아동상담소는 서울 및 전국 주요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확
되었다90).
 연도별로 살펴볼 때 정부의 해외입양 감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3
년부터 1979년까지의 칠 년 동안에는 열아홉 곳의 아동상담소과 개설되었는
데 그 가운데 특히 1976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77년에는 그 해
에만 열한 곳의 신규 아동상담소가 개설되었다. 이는 단일 연도로는 가장 많
은 개소 연도 다. 이와 같은 아동상담소의 전국적 확 는 서울과 일부 도
시를 중심으로 운 되었던 해외입양기관 국내 아동상담소의 입양상담 사업이 
1970년 중반을 기점으로 전국(서울, 광주, 부산, 인천, 전을 비롯하여 성남, 
원주, 전주, 춘천, 제주, 마산, 일산)으로 확 되었다. 이와 같은 해외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입양 확 와 해외입양 감축 정책의 시도는 전국적인 해외입양기관 
아동상담소의 확 로 이어졌으며, 특히 1977년에 그러한 증가가 두드러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아시설의 입소아동의 증가나 지역별 편
중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하여 살펴볼 지점으로 본 절에서는 해외입양기관의 
지역사무소의 확 와 그 시기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 해외입양의 증가 시기 사업 수행에서 국가는 정책을 통해 주요 아동복
지 주체의 역할의 제한과 확 , 자격을 조절하는 조정 역할을 하 을 뿐 실질
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은 적었다. 하지만 국가의 이러한 조정 역할이 극 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확립된 해외입양기관이
라는 정부가 지정한 소수의 기관으로서 정책적 수행을 위임받아 실제 해외입
양 사업을 추진한 해외입양기관의 집단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국 해외입양 사업을 바라볼 때 정책 입안과 추진이란 두 측면을 분담했던 정
부와 해외입양기관 집단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90) 1979년 기준 기관별 아동상담소는 홀트아동복지회가 12개소, 다음으로는 동방사
회복지회가 7개소, 한사회복지회가 4개소, 그리고 한국사회봉사회는 서울 한 곳
에만 사무소를 운 하고 있었다. <표 28>을 통해 전국적 해외입양기관 아동상담소
가 분포한 지역과 도시를 살펴보면 (1979년 기준)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는 부산, 
인천, 구, 전, 광주 등 주요 광역시는 물론 전주, 춘천, 원주, 성남, 마산, 제주
와 같은 도(道)별 거점 도시로 그 설립 범위가 확 된 것을 알 수 있다. 도별로는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 아동상담소가 개설되어 입양상담(입양을 보낼 아동을 상담할 
뿐 아니라 입양을 할 목적으로 입양부모가 상담을 받는)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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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국내입양 확 와 관련된 어려움에 한 기사

 정부는 해외입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전체 아동복지 재정을 분배하고 
사회복지를 시행을 당시 경제개발5개년 계획 내에서 얼마만큼 할당할 것인지
를 정하고 이후 아동복지 시설의 증가 또는 감소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해외입양 필요 아동의 보호 양상을 계획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외입양을 조정
하 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해외입양 아동으로 설정된 아동의 입
양 절차는 알선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선후(先後)적 관련성을 가졌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순차적 정부-알선기관 집단의 관계에 정부의 개입이 확 된 것은 
1970년  초반부터 한국 해외입양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특
히 북한에서 한국 해외입양에 한 비판을 하면서 부터 다. 이러한 해외입양
에 한 비판은 정부가 보다 이전보다 해외입양을 조정하고 줄이도록 개입하
도록 하 다. 이후 정부의 역할은 이전의 아동복지 체제의 조절과 해외입양 
법률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에서 알선기관이 구체적으로 해외입양을 줄
이도록 감소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확 되었다.
 1974년부터 해외입양 쿼터제를 통해 국내입양 확 하려던 보건사회부와 정
부의 계획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1960년 개정된) 당시 가족법 조항 가운
데, 국내입양 관련 조항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는 현행 가족법
이 ‘성이 다른 아이의 입양은 허가하되 호주 상속은 할 수 없으며, 또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어서 국내입양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었다91). 

92)

 이는 1975년 보사부 순시에서 통령 지시로 국내입양에 한 보다 적극적 
확 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입양에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

91) 중앙일보 1972. 5. 18 “가족법은 개정돼야 한다: 기독교양자회 주최 심포지엄서”
92) 자료: (위) 동아일보 1976. 4. 3 “늘어나는 기아・기아, 줄어드는 국내입양” (아

래) 동아일보 1978. 11. 30 “국내입양 장애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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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장치와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입양 확 를 위해 1960
년 제정된 당시 가족법(민법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지칭) 조항 가운
데 국내입양과 관련된 조항인 “성이 다른 아이의 입양은 허가하되 호주 상속
은 할 수 없으며, 또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없도록”한 조항이 국내입양이 저조
한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에 한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고아입양특례법』을 수정해 작성한 『입양특례법』
이 제정되었다. 해외입양 및 (일반입양 이외의) 국내입양과 관련된 법률로서 
일반입양과 달리 ‘예외적’으로 입양자녀가 입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입양 후 일정 기간(1년)이 지난 뒤에는 친생부모가 친권을 주장하지 못
하도록 하며, 입양된 양자도 호주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
로 하는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새로 제정된 『입양특례법』은 국내입양 촉진을 위해 제5조 입양취소청구의 소
의 제한 관련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양부
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
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
던 자가 양자로 된 때 ②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와 제7조 양자의 성과 본 관련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
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
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파양 또는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
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가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는 당시 1960년부터 시행되던 가족법에 한 예외적 특례 조항을 포함한 
입양특례법을 1976년 12월 31일 제정, 197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 다(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해외입양 증가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감축의 공백을 메우
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것은 당시 전례가 없는 한국 해외입양 증
가가 해당 입양국 교민과 공관, 입양국 일부 언론에서 한국 해외입양의 과도
한 의존 및 증가에 한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 가운
데 한국 정부를 가장 곤란하게 한 것은 북한의 한국 해외입양 비난이었다. 정
부는 다른 입양국에 해서는 우려에 해 응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비난에 

해서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공관이 접해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입양을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112 -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하 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난으
로 근본적인 해외입양 정책 방향을 변경할 의사가 없었음은 당시의 정부의 일
부 국가에 한 해외입양 중단이 해당국의 재개 요청 이후 해제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운 조건이었던 해당 국가로의 단체 출국의 금지, 
개별적 입양의 허용, 해당국 국내 여론과 언론의 비난이 줄어들고 이러한 비
난 보도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 해외입양에 한 우호적
인 여론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을 조건으로 재개한다. 정부에서는 해외입양이 

체적이며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는 방향은 변함없이 비난과 비판이 있을 
경우 그러한 국가에는 입양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인해 해외입양은 1970년  중반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는 또다시 한국 해외입양에 한 국제적 우려와 북한의 비난을 가져
왔고, 한편 한국 정부는 1972년부터 해외입양만을 수행했던 해외입양기관에 
해외입양 증가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입양 사업 시행을 
요청하 다. 이는 알선기관이 1966년 해외입양에서 국가를 신한 위임, 리
해 독점적 해외입양 추진에 이어 1972년과 73년을 기점으로 국내입양까지 주
도적으로 추진하는 해외 및 국내입양 기관으로 변환을 가져왔다. 하지만 해외
입양기관의 국내입양 추진은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입양
을 체되기 어려운, 알선기관으로서는 적극적 확  동기가 부족한 사업이었
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입양의 경우 민간 해외입양기관으로서 재정적으로 해
외입양에 비해 입양 알선비용에 한 비용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
다. 정부로부터 제도적 법률적 제한을 수용하지만 운 과 재정에 있어서는 정
부와 전혀 관계없는 민간기관으로서 알선기관의 입장에서 자체적 운 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재정적 수입원인 해외입양부모로부터 받는 해외입
양 알선수수료 다. 그러나 국내입양의 경우 이러한 입양수수료가 거의 사례 
표시나 일시적 후원의 성격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나마 제도화 되어 있지 않
았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입양기관들은 기관 운 을 위해서 해외입양을 통해 
수익을 얻고 부분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국내입양을 병행하는 수준으로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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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국내입양 촉진을 위한 입양특례법 제정에 한 기사 

93)

 1970년  중반 정부는 이러한 해외입양기관의 해외입양 의존적 양상에 보다 
적극적인 국내입양 확 를 통한 해외입양 감축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1975
년 박정희 통령의 보사부 순시와 해외입양 사업의 국내입양, 시설아동 결연 
등 해외입양 감축에 한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1975년과 76년 정부는 경제
개발5개년 계획과 유사하게 보건사회부를 통해 입양 및 위탁보호 5개년 계획
을 발표하고 매년 일정 비율의 해외입양을 국내입양 및 국내 위탁보호로 체
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이때 새로운 정부 정책의 핵심은 1970년  초반 해외입양기관에서 소극적으
로 병행해 온 국내입양에 해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부여해 각 입양기
관 별로 전년 기준 일정 비율의 국내입양 증가, 해외입양 감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해외입양 사업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수행 방식으로 삼았다. 아
동보호와 친생가족, 친생모에 한 보호는 정부의 정책 구상에 포함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단지 해외입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입양으로 체
할 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수행 주체는 국내에서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을 병행
하던 해외입양기관 그리고 국내입양 위탁시설이 전부 다.    
  아래 <표 29>는 1974년부터 1979년 사이의 해외입양 감축 정책 추진 시
기에 세 곳의 해외입양기관94)이 추진한 국내입양 및 해외입양 사업의 실제 
비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시기별로 1976년 이전과 이후의 국내입양 백명 

93) 자료: 경향신문 1976. 3. 23 “입양 후엔 친권 주장 못해” 사진 설명 : 국내입양특
례법 제정으로 고아들이 쉽게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94) 다른 한 곳의 공식 해외입양기관인 한국사회봉사회는 관련 통계와 기관의 해외입
양, 국내입양 관련 문헌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포함시키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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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기관

연도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합계

홀트아동
복지회

국내입양 146 274 506 762 1,059 1,169 3,916
해외입양 2,879 2,808 3,005 2,702 2,780 1,929 16,103

한사회
복지회

국내입양 46 54 107 245 318 309 1,079
해외입양 854 886 1,273 1,111 908 796 5,828

동방사회
복지회

국내입양 26 24 149 264 374 417 1,254
해외입양 383 468 709 718 742 746 3,766

<표 29> 세 곳의 해외입양기관 국내입양 및 해외입양 아동수 추이 
(1974년~1979년)

비 해외입양의 비율에서 홀트아동복지회가 1975년 천9백72명(해외입양 2
천8백79명, 국내입양 백46명), 1976년 천25명(해외입양 2천8백8명, 국내입양 
2백74명)으로 국내입양의 스무 배에서 열 배가 넘는 비율을 보 으며, 한
사회복지회도 1975년 천8백57명(해외입양 8백54명, 국내입양 46명), 1976년 
천6백41명(해외입양 8백86명, 국내입양 54명)으로 해외입양에 비해 국내입양
의 인원은 사실상 기관의 주요 사업이 아닌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6년 이후
에는 정부의 해외입양 감축 및 국내입양 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그 비율
은 세 곳의 해외입양기관에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95)

 이와 같은 1970년  중후반 정부의 해외입양 감축 정책의 강화는 이전 시기
에 사실상의 해외입양 관련 기관으로서 확 되어 온 해외입양기관들의 국내입
양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입양을 통해 해외입양을 체하고자 하는 정
책이었고, 이후 연간 해외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국내입양 비 해외입양 
비율은 낮아지기 시작했다. 
 1970년  중후반의 해외입양기관 주도적 해외입양 감축과 국내입양 확  추
진 정책은 실질적 해외입양 중단을 위한 감축 목표에 이르지 못하 으며, 또
한 의도하지 않은 요보호아동 발생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해외입양기관의 

95) 출처: ① 홀트아동복지회, 2005: 570-571 “연도별 입양 현황”. ② 한사회복지
회, 2004: 303 “아동선정 및 국내외 입양 현황”. ③ 동방사회복지회, 2003: 59 
“해외입양 년도별 현황”; 47 “상담별 국내입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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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해외입양기관 지역사무소의 전국적 확 로 이
어졌는데, 이러한 지역사무소에서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요보호아
동 발생과 해외입양, 국내입양 발생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세 해외입양기관의 국내의 아동상담(당시 용어로 아동 선정, 아기인수) 상황
과 국내 및 해외입양 추이를 나타낸 <표 30>, <표 31>, <표 32>와 같이 해외
입양기관이 입양을 받으려는 내국인 부모보다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아동선정, 
아기인수로 분류됨) 부모의 확 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각 해외입양
기관은 국내입양의 증가에 비해 입양 의뢰되는 아동이 더 많아짐에 따라 아동
보호는 물론 해외입양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먼저 아래 각주 내의 <표 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사회복지회의 경우 
아동선정 비 국내입양 비율이 1976년의 7.4명에서 1977년 17.8명, 1978년 
21.2명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 지만, 전체 아동선정 인원은 1978년의 경우 
천5백명의 아동선정에 3백9명으로 그 수치가 낮았다96). <표 31>에 나타난 동
방사회복지회의 경우에도 1976년 이후 증가한 지역사무소에서의 아동인수 
비 국내입양 비율이 1976년 5.3명에서, 1977년 11.1명, 1978년 19.5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지방사무소의 아동인수 비 국내입양 아동수는 1978년 4
백16명 인수에 81명의 국내입양으로 지역사무소에서 1978년 한 해 3백35명
의 추가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동방사회복지회의 서울사무소의 
경우 지방사무소에 비해 아동인수 비 국내입양 비율이 2배에서 3배 가까이 
높았는데, 이는 국내입양도 상 적으로 서울에서의 비율이 지방에 비하여 비

연도
한사회복지회 아동선정 및 국내입양 비율

아동 선정 국내입양 아동선정 100명 
비 국내입양 해외입양 해외입양 100명 

비 국내입양
1974 1,092 46 4.2 854 5.4
1975 1,185 54 4.6 886 6.1
1976 1,446 107 7.4 1,273 8.4
1977 1,375 245 17.8 1,111 22.1
1978 1,500 318 21.2 908 35.0
1979 1,005 309 30.7 796 38.8
평균 1,267 180 14.3 971 19.3

<표 30> 한사회복지회 아동상담 및 입양 아동수 추이 (1974년~1979년)

96) <표 30>의 자료: 한사회복지회, 2004: 303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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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입양 수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 음을 알 수 있다97). 하지만 서울사무소
에서도 1978년 기준 8백31명의 아동인수와 2백93명의 국내입양으로 비율상
으로는 지방사무소에 비해 높은 국내입양 비율(1978년 지방사무소 19.5명, 서
울사무소 35.3명)을 보 지만, 아동인수와 국내입양의 편차는 5백38명으로 이
들 아동에 해서는 여전히 해외입양 또는 해외입양기관의 자체적으로 보호되
어야 할 아동의 증가로 이어진 점은 유사하 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98)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주 내의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년  중반부터 확 되기 시작한 홀트아동복

연도

동방사회복지회 아기인수 및 국내입양 비율
지역 상담소 서울 상담소 아기 인수 및 입양

아기
인수

국내
입양

아기
인수 

비 
국내
입양

아기
인수

국내
입양

아기
인수 

비 
국내
입양

아기
인수

국내
입양

아기
인수 

비 
국내
입양

해외
입양

해외
입양 

비 
국내
입양

1972 - - - 94 0 0 94 0 0 0 0
1973 - - - 259 9 3.5 259 9 3.5 27 33.3
1974 - - - 304 26 8.6 304 26 8.6 383 6.8
1975 99 0 0 507 24 4.7 606 24 4.0 468 5.1
1976 283 15 5.3 713 134 18.8 996 149 15.0 709 21.0
1977 287 32 11.1 632 232 36.7 919 264 28.7 718 36.8
1978 416 81 19.5 831 293 35.3 1,247 374 30.0 742 50.4
1979 494 82 16.6 729 335 46.0 1,223 417 34.1 746 55.9
평균 316 42 10.5 509 132 19.2 706 158 15.5 474 26.2

<표 31> 동방사회복지회 아동상담 및 입양 아동수 추이 (1972년~1979년)

97) <표 31>의 자료: 동방사회복지회, 2003: 46-47 자료 재구성.

지역
・연도

아동수

홀트아동복지회 지역별 아동인수 및 국내입양 비율
부산 마산 구 전주 성남 전 인천 합계

1973-
1980

1973-
1980

1975-
1980

1976-
1980

1977-
1980

1977-
1981

1979-
1980

1973-
1981

아동인수 2,926 52 2,800 660 541 953 520 8,452
국내입양 484 0 740 43 0 228 27 1,522
아동인수 

비 
국내입양

16.5 0.0 26.4 6.5 0.0 23.9 5.2 18.0

<표 32> 홀트아동복지회 지역별 아동상담소 아동인수 및 국내입양 추이 (1973년~1981년)

98) <표 32>의 자료: 홀트아동복지회, 2005: 464-479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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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970년  후반 기아 발생 증가와 해외 및 국내입양 
상황에 한 기사

지회의 지방사무소의 경우에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했지만, 전
체적으로 서울 외 지방사무소에서 1973년부터 1981년까지 기간 동안의 인수
된 아동수가 8천4백52명인데 비해 국내 입양된 아동수는 천5백22명으로 인수
아동 비 18퍼센트에 머물렀다. 이는 나머지 82퍼센트(6천9백30명)의 아동이 
지방사무소에서 서울을 통해 해외로 입양되어야 하거나 자체적 홀트아동복지
회의 보호시설에 머물러야 할 아이들이 늘어난 것을 의미했다.

99)

 한편 정부는 1979년에 이러한 해외입양 감소와 국내입양 확 가 정체되는 
상황 속에 각 해외입양기관에 아동인수(아동선정)를 줄일 것을 지시하 고, 그 
결과 세 곳의 해외입양기관의 아동인수는 물론 전체 요보호아동 발생도 일부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그 결과 1979년 해외입양도 전년도인 1978년 5천9
백17명에서 4천백48명으로 29.9퍼센트나 감소하 다. 이는 정부의 해외입양 
감축 할당에 한 보다 강력한 개입으로서 아동인수의 제한에 이어진 결과
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계획한 감축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1970년  후반의 전국적 해외입양기관의 확 와 입양 상 아동인수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해외입양기관에 의해 수용된 기아와 실제로 유기되어 발견
된 기아의 비율이 합산되어 ‘기아’ 통계가 작성되던 상황에서 기아의 수는 급
증하게 되었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수가 3세 이하의 아의 비
율이 높았다100). 

99) 자료: 동아일보 1979. 8. 30 “늘어가는 기아(棄兒) 한해 7천여 명”
100) 이는 앞서 살펴본 아시설 입소 추이 증가시기와 아시설 입소아동의 지역적 

편중, 그리고 해외입양기관의 지역사무소 증가 시기와 연결되어 요보호아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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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불평등한 모성 법제와 친생모 보호정책의 도입

 1. 모성의 제도적 불평등과 차별

  (1) 부계(父系) 중심적 가족법과 모권(母權)에 대한 차별

 이 시기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전 1950년  전쟁 이후 구호와 복구의 시 를 
지나 198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복지국가로의 지향이 이뤄지기 
이전 시기, 국가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제도에 한 인식이 사실한 부재한 상
황에서 ‘가족’ 단위로 근 화・도시화・산업화의 격랑을 해쳐나가야 했다. 배
은경(2004; 2012)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재생산 책임과 역할이 공적 역의 역
할이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가족이라는 사적 역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맡겨
진 재생산의 사사화(私事化, privatazation)로 설명하 다. 한편 이때 가족이
란 곧 호주(戶主)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편재(偏在)된 것
으로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계혈통을 통해 호
주를 계승시키는 호주제(戶主制) 내의 가족을 의미했다. 이러한 호주이자 남
편, 아버지의 존재를 기준으로 가족 정상성이 부여되는 호주제는 동시에 성별
화된 남녀와 부부의 역할 구분을 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사화의 향은 
당시의 정상적 가족의 기준이었던 호주로서 남편(夫)이자 아버지(父)의 존재 
또는 역할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가족 구성 측면에서 뿐 아니라 공적 역의 
지원을 필요로 했던 빈곤 가정과 모자가정(이혼, 사별, 별거・가출・유기, 미
혼의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에게서 더 뚜렷이 드러났다. 

101)

기아 발생 양상이 실제로는 해외입양기관의 입양 상 아동인수(친생모의 입양의뢰)
의 증가와의 상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해서는 3장의 4절 후반부
에서 다시 논의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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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가족법 개정을 위한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의 결성에 한 기사

 가족법은 ‘호주제’가 지속되었으며, 부계중심 가족제도 내의 모에 한 차별
이 지속되면서, 이혼과 재혼과 같은 가족관계 변화 시에 모의 친권과 양육권
은 물론 상속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지위에 상당한 불평등 및 불안정을 초
래하고 있었다. 특히 가족법 내 모 지위의 취약성은 일반적인 여성뿐 아니라 
(기혼생모와 같은) 모자가정의 모에게 더 명확한 향을 주었다. 이는 호주제
라는 부계주의 가족법에 따라 정상적 가정의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던 부계 
남성가장으로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남성이 부재한 경우, 비정상 가정으로
서 모자가정에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이어졌다102). 다음은 1973년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벌어진 보사부 장관에 한 의원 질의의 내용이다. 

101) 자료: 동아일보 1975. 9. 11 “가족법 개정 싸고 치열한 찬반운동” 사진 설명 : 
지난 73년 6월 61개 여성단체의 참가로 결성된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 호주제
도의 폐지 부모공동의 친권행사 등을 골자로 한 가족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102) 제정 민법(이하 제정 가족법)은 1958년 2월 22일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 시
행되었는데, 제정 이후에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77년 12월 31일 개정되고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법이 각각 부계, 남성중심 가족규범을 어떻게 강
화하 으며, 미혼인 여성과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 는지, 양자와 어머니(친
생모, 계모)와의 관계, 이혼 및 재혼 시 모(母)의 지위와 권리에는 어떠한 변화(차
별과 불평등)가 발생하 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법의 방
한 내용과 개정 내용, 개정운동 가운데 이러한 모의 지위와 권리의 제한과 점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살피고자 한다.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120 -

김윤덕 위원: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내자 48억, 외자 483만불이라
고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10년 동안 가족계획사업을 효과
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인구증가율을 2.88의 높은 비율을 1.9%
로 떨어뜨린 그러한 혁혁한 성과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에 와서 갑자기 인구증가율이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다시 검토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사실상 정부가 
아들 하나에 딸 하나만 낳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많
은 가정이 아직도 아들 둘에 딸 하나를 원하고 있고 (…) 많은 인
테리 급에 속하는 학생이 28% 내지 30%가 아들을 낳을 때까
지 낳겠다고 하는 (…) 자녀관념에 한 것도 아직도 커다랗게 작
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에 가족법을 고쳐
볼 생각은 없느냐 왜 그러느냐하면 저는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가족법이 당연히 고쳐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족법이 고쳐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호주상속에 있어서나 재
산상속에 있어서나 여성은 극히 불리한 위치거나 그것을 불가능
하게 묶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입니다. (…) 보사부가 많은 
고충을 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조화시키
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 앞으로 보사부에서 이런 가족
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법의 개정 추진
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데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국회회의록 제9  국회 제86회 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
록 41, 46, 1973년 5월 30일).(강조는 연구자)

 위의 김윤덕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에 따른 인구증가율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아들에 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며, 이러한 자녀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가족
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윤덕 의원의 질문에 보사부 이
경호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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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이경호 장관 답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연자원이 
적고 그리고 아직도 중진국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둘 이상 셋, 
넷을 자꾸 낳겠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계획은 
될 수 있으면 둘 이상은 안 낳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국민을 
계몽을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거기에 김 위원님 말씀 로 어떤 애로가 있는 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며 가족법이나 친족법에서 여자를 차별하는 법이 
있어서 가족계획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보사부에서 또는 관계
부처와 합의해 가지고 개정을 건의할 용의도 있습니다(국회회의
록 제9  국회 제86회 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41, 46, 1973
년 5월 30일).(강조는 연구자)

 답변에서 이경호 보사부 장관은 가족계획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우
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두 자녀 낳기를 권장해가야 한다고 전제
하면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는 데 가족법과 친족법이 저해가 된다면 기꺼이 
부처 간 합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 차별로서 많은 이혼, 사
별 혹은 미혼으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삶을 제약하고 있었
다. 다음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혼인 지위의 변화
가 있을 경우의 모(母)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혼이나 사별을 한 여성이 
재혼을 할 때, 자녀가 있을 경우 어머니의 새로운 배우자(養父)의 가정으로 입
양은 가능했지만 입양이 되더라도 자녀의 성본(姓本)은 일체 변경이 불가능했
다. 또한 재혼 이후에도 전혼(前婚)의 자녀와 함께 가족이 되어 지내기 위해서
는 재혼하는 배우자는 물론 (호주가 있을 경우) 호주의 동의까지 받아야 했다. 
사실상 가족법은 여성이 재혼을 할 경우에 이전 혼인에서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당시의 호주제와 부계중심적 가족법 제도는 이혼, 사별의 경우 남
편의 경우는 서자(인지된 혼인 외의 자)와 처 사이에는 자동적으로 (처의 동의
가 필요 없이) 적모서자관계로 법정친자관계로 인정하 다. 반면 처(인지된 혼
인 외의 자의 생모)의 경우 혼인함으로써 적부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항은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는 1977년 가족법 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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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이혼 후 생모 친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해외입양 사례에 한 기사

도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혼 시의 친권의 부계중심성으로 인하여 이혼한 생모는 자녀에 한 친권을 
생부와 생부의 재혼한 모(계모)에게 전적으로 속하 다. 그 결과 자녀의 입양
에 한 결정에 있어서도 이혼한 어머니는 전혀 결정권이 없었다. 1972년 6
월 7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아버지 동의만으로 어린이 입양 안 된다”는 기사
는 이혼한 뒤 생부와 계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녀가 해외로 입양된 것을 안 
생모에 한 사연이 소개되었다. 기사에서 가정법률상담소 이태  소장은 친
권이 일방적으로 부(생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친권이 인정되는 것
이며 만약 생부가 친권을 포기하 을 경우에는 생모가 친권을 갖게 되는 것이
므로, 그러한 생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입양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 다.

103)

 이러한 가족법 내 친권에 한 모순은 재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어머니)
는 아이로 인해 재혼이 더욱 힘들게 했다.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도 전
혼(前婚)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반면 남성의 경
우 재혼 시에도 남성 자신의 결혼 경험이나 아이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  여
성을 찾을 때 가능한 미혼인 여성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면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은 이혼녀(離婚女)에 한 사회적 편견, 낮은 재혼 가능성으로 인
해 여성의 (미혼의 남성과의 재혼은 물론) 재혼 빈도가 남성에 비해 낮았다104)

103) 자료: 경향신문 1972. 6. 7 “아버지 동의(同意)만으로 어린이 입양(入養) 안 된다”
104) 많은 경우 이혼과 사별로 남편이 없는 어머니들은 아이가 성장을 하고 난 이후

에 재가(再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어머니의 재혼이 자녀 특히 딸들에 한 
시선과 혼인에 부정적 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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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김혜순・민경자・이정옥, 1993: 152-153).
 미혼의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 을 경우 부로부터의 법률적 부자 관계의 확
인과 그에 따른 양육비의 제공을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인
지(認知)제도에는 가족법상 불평등이 작용하고 있었다. 가족법에서는 부계혈통
주의105) 관점에서 아동의 입적에 관하여는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母家)에 입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정 
민법 제781조). 혼외 출산의 자녀에게는 부의 성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이 생부를 법적인 부(父)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인지(認知)106) 절차가 수반되어야만 했다. 문제는 그러한 인지 이
후에는 사실상 생모의 존재가 법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미혼모가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
해서는 먼저 부자관계 인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다. 한편 만약 아이의 생

때문이다(이 자・김혜순・민경자・이정옥, 1993: 152-153).
105) 1948년 12월 20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제정 『국적법』에서는 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한민국의 국
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한민국의 국민이
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한민국의 국
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한민국에
서 출생한 자 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정 국적법 제2조)” 이때 주목할 점은 3항에서 ‘부(父)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는 모(母)가 한민국 국민이면 되지만, 부(父)가 명백히 외국인일 경우는 부계혈통
주의를 따라 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었다. 즉, 부(父)가 명백할 경우 오직 한국인
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인정하 기 때문에 국적부여에서 (혈통주의가 아닌) 출생
지주의 국가의 국민인 부(父)와 한국인인 모(母)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은 무국적자
(無國籍者)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97년 12월 13일 개정하고 1998
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조항의 1항 1호를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민국의 국
적을 취득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제정 국적법 이후 5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부계(父
系)주의적 성격에서 양계(兩系)주의로 전환되었다. 국적법 변화에 따라 1997년 12
월 13일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781조 제1항이 기존
의 “자(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일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
고 모가에 입적한다”로 변하 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및 “민법” 관련 내용 
참조 및 인용).

106) 인지(認知)란 혼외 관계 출생자에 하여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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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에 
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한 기각 판결 기사 

부에 의한 인지가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친권이 생김과 동시에 아이의 성이 자
동으로 아버지의 성으로 바뀌었다(양현아, 2011; 정소라, 2015: 54-55)107). 
서자(인지된 혼인 외의 자녀)와 처 사이에는 자동적으로 (처의 동의가 필요 없
이) 적모서자관계로 법정친자관계가 인정되었다. 반면 처(인지된 혼인 외의 자
의 생모)의 경우 혼인함으로써 적부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108).

109)

 혼인 외의 자에 한 모권의 불평등한 상황은 친권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
한 책임 및 인지되지 않은 부(父)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인지가 된 이후에
도 부(父)의 양육비 책임을 의무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법원의 판결110)이 
1967년 2월 1일 경향신문에 보도 되었다. 기사는 1953년 가정부 던 생모 이
씨가 고용된 집의 남성인 변씨와 사이에서 1954년 아들을 낳았고, 이후 법원
에 친자관계확인 소송과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1심 서

107) 생부(生父)에 의한 인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아이의 성이 인지 이전의 성에서 
생부의 성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모가 “성본 계속 사용 허가” 소송
과 “친권자 단독 지정” 소송을 거치고 모두 승소해만 가능하다(정소라, 2015: 54 
참고)

108) 이와 같은 남편과 처(妻)의 이혼 혹은 재혼 시의 친권에 있어서 계모자관계와 적
모서자관계의 강제적 규정은 본 연구의 5장에서 다루는 1989년 3차 가족법 개정시 
폐지되어 이들의 관계는 모두 인척 관계로 규정하게 되었다. 다만 당사자가 인척관
계를 모자관계로 원할 경우에는 입양(2005년 이후 친양자입양)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정무장관 제2실, 1995: 161 참고).

109) 자료: 경향신문 1967. 2. 1 “새 판례(判例) 친모(親母)가 기른 사생아(私生兒) 양
육비 청구 못한다”

11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입양’ 판례・해석례 검색, 법원 1967. 1. 
31 선고 66므40 판결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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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1966. 11. 18 선고65르39 판결)에 아들
이 변씨의 아들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친모의 위자료와 양육비 청
구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법원에 상고한 것에 관한 것이었다. 법
원은 상고한 친모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판시 사항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에 한 생모의 양육 의무”‘를 판시 사항으로 제시하며,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가 혼인 외
의 자식을 낳은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하
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그 자식을 양육하였다는 그 생모는 그 자식
을 부양할 자기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 법원 1967. 
1. 31 선고 66므4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 위자료’ 판
례)].(강조는 연구자) 

 혼인 외의 출생자를 낳았을 경우 생모가 길렀을 때는 어머니가 자기의 고유
한 양육책임을 다한 것일 뿐이며, 부모는 똑같이 선(先)순위 양육책임자이므로 
아이를 누가 기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111)는 것이 

법원이 생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 다. 과거의 양육비를 생부에게 청구하
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즉 생부가 인지를 하고 양육을 원할 경우 생모는 아이
를 보내어야만 하고, 만약 인지를 하고서 생모가 아이를 기르면 이때는 생부

111) 이와 관련된 민법 내 친권자 관련 조항은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
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09조 (친권자) ① 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 부가 없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에 있는 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에 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 
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 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법률 제1668호, 1964. 12. 31 
일부 개정, 시행 1965. 1. 1]. 이러한 법률에 따라 1967년 기사 속의 친자관계확인 
소송과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생모 이씨(李氏)는 친권자로서 어떠
한 권리도 갖지 못하지만, 동시에 친권자로서 의무(자녀의 양육)를 다하는 것은 당
연하므로 이에 하여 인지가 된 생부에게 이전의 양육에 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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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비 지원 의무는 생부 우선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므로 어떤 양육 관
련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결국 생부는 인지와 원할 
경우 자녀를 데려갈 권리는 우선권이 있지만, 양육의 책임은 자신이 원하지 
않거나 생모가 키우기를 원할 경우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다. 반면 생모
는 인지를 신청할 경우 자녀에 한 사실상의 친권, 양육권에서 아무런 우선
권이 없이 생부에게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인지를 하게 되더라도 자신
이 양육하면서도 생부에게 어떤 양육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없었다.
 이처럼 혼인 외의 출생 시에 친권과 인지, 인지 이후의 양육책임 등에서 부
(父)와 모(母) 간의 책임은 불평등하 으며, 이는 사회적 인식 뿐 아니라 법제
도적 차원에서도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에게
는 권리가 전혀 없는 책임이 부모로서 당연히 되었으며, 반 로 부에게는 어
떠한 의무나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2) 가족계획사업 확대와 재생산권 인식의 지체

   ① 정부 가족계획사업 대상의 연령별・혼인지위별 편차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  초반 국가 주도적 정책·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이 
장에서 살피는 1966년부터 1979년 시기에 본격적으로 확 ・보급되었다. 가
족계획사업이 가져온 한국 여성의 출산, 피임, 임신중절112) 등 재생산권113) 

112) 인공임신중절은 일반적으로 인공유산, 낙태, 임신중절로도 혼용되어 쓰이는데, 
낙태(落胎)라 함은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
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낙태죄는 이와 같은 낙태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낙태 결과 태아가 사망하 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향이 없
다. 낙태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의 인공적인 태아배출행위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는 넓은 개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용어로 ‘임신중절’로 줄여서 지칭할 것이다.

113)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 재생산 권리)은 여성들이 자녀를 가질 것인지 여
부, 언제, 몇 명의 자녀를 가질지 등을 결정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을 경우에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한편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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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화는 물론 많은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에게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
만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이 경험한 가족계획사업의 관점과 경험은 확연히 구분
되는 것이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가족계획사업은 기혼여성(유배우 여성)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는 점과 당시의 정부의 사업 성격이 산아제한, 가족계획, 
모자보건 세 역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은 수의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아제
한에 치중하면서 다른 두 가지 역인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역과 관련된 인
식 확 나 실질적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가족계
획사업이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간의 차이는 물론 (기혼 및 미혼여성 내에서
도) 계층, 연령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특징에 따라 다른 향을 주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산아제한과 관련된 사업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
던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기혼여성뿐 아니라 미혼여성의 피임과 임신중절에 
이르는 당시 여성의 재생산권에 광범위한, 그리고 각기 다른 향을 주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필 주요한 친생모 집단으로서 미혼생모들의 입양결정과 
관련해서도 재생산권과 입양결정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
고, 그러한 미혼생모의 재생산권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주도적 가족계획사업과 
관련성이 컸었다. 그런 점에서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1979년 이전의 한국의 
피임, 임신중절과 입양결정 간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당시 피임, 출산조절, 임
신중절에 향을 준 가족계획사업과 그에 따른 여성의 재생산권 변화를 주목
해 살피고자 한다.
 1960년  초반 본격화된 국가 주도적 정책·사업으로서 가족계획사업 도입이 
가져온 한국 여성의 출산, 피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계획사업은 
한국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재생산권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 특히 재생산
권과 관련해 기혼여성 중심의 가족계획사업 추진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던 미
혼여성의 피임, 임신과 임신중절에 한 이해(성교육 및 성지식 관련)와 실질적 
접근・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당시 가족계획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계층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의 향이 다르게 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을 

방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피임에 한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효과
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접근할 수 있
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재생산권 개념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의 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합의・채택되
었다(조 미, 2005: 58-61 참조). 한편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념 및 범주에서 재
생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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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여성 피임법 남성 피임법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

(월평균)
난관수술 월경조절 정관수술

콘돔
(월평균)

1966 391,687 - - - 19,942 168,868
1967 323,452 - - - 19,677 152,724
1968 263,132 26,624 - - 15,988 135,184
1969 285,500 91,175 - - 15,457 147,773
1970 295,100 170,512 - - 17,321 162,986
1971 293,680 199,694 - - 18,581 161,277
1972 299,902 213,969 3,283 - 16,396 152,562
1973 325,875 234,707 4,793 - 19,696 175,986
1974 341,618 241,980 5,348 2,195 32,020 172,685
1975 343,907 240,183 14,532 3,746 43,056 196,735
1976 297,872 203,402 35,545 8,482 44,881 158,070
1977 281,796 178,893 181,445 22,042 53,781 103,166
1978 240,871 130,506 193,398 60,797 36,922 110,901
1979 188,734 108,745 195,271 79,314 25,863 80,759
평균 298,080 170,033 79,202 29,429 27,113 148,548

<표 33> 정부 가족계획사업 피임방법별 추이 (1966년~1979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계획사업의 상 범위 밖에 있었던 또 다른 여
성들로서 미혼여성에게 가족계획사업이 가져온 향도 적지 않았다. 이는 기존
의 가족계획사업은 물론 그 연구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온 기혼여성만
을 상으로 한 사업에 한 평가에서 주목받지 못하 던 미혼여성의 재생산권 
및 섹슈얼리티에도 일정한 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114)

1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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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정부 가족계획사업 피임방법별 추이 
(1966년~1979년)

115)

 위 <표 33>과 <그림 35>를 통해 1966년부터 1979년까지의 정부 가족계획사
업을 통한 피임방법별 사업 추이를 살필 수 있다. 우선 남성의 피임법인 정관
수술과 콘돔의 사용은 여성 피임법에 비해 정부 가족계획사업에서 그 비중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남성 피임법 간의 증감 추이로는 정관수술이 1960년  
후반과 70년  초반까지는 상 적 빈도가 낮았지만, 1974년을 기점으로 1970
년  중반, 후반 남성의 피임방법으로 확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월
평균 콘돔 사용은 큰 변동이 업이 1970년  초반 완만한 증가를 보인 후 
1970년  후반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반면 여성 피임방법에 있
어서는 가장 먼저 도입된 자궁내장치가 꾸준히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음을 알 
수 있는데, 197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난관수술이나 월경조절술 같은 다른 
피임방법의 증가에 따라 점차 빈도가 감소하 다. 1970년  중반까지 자궁내
장치와 함께 주요한 피임방법으로 활용된 먹는 피임약은 1968년 정부 사업으
로 도입되어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그러나 자궁내장치와 마찬
가지도 1970년  후반에는 난관수술과 월경조절술이 정부 가족계획사업 피임
방법으로 도입되면서 상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성의 피임방법으로서 1970년  중반 이후 난관수술 비율의 증가한 것과 
1970년  내내 자궁내장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피임참여
에 있어 남성의 참여 방법인 정관수술과 콘돔의 경우 상 적으로 여성의 피임 

115) 자료: <표 33>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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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하 으며, 피임방법에 있어서는 1970년  초반 콘
돔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1970년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정
관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시기 피임은 
여성의 피임실천 비율이 높았으며, 시기별로는 후기로 갈수록 여성과 남성의 
불임시술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116).
 동아일보 1976년 7월 8일 기사는 1975년 한 해 동안의 정부 가족계획사업 
피임사업에 한 가족계획연구원(현 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를 인용해 1975년 
총 84만천여명으로 계획했던 목표량의 97.7퍼센트의 높은 사업성과를 거두었
다고 보도하 다. 가족계획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피임법은 
자궁내장치가 34만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먹는 피임약이 24만명, 콘돔이 
19만6천여 명, 불임수술은 5만7천여 명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로는 30  후반의 경우 자궁내장치와 불임수술이 높은 비율을 보인 반
면, 젊은 층에서는 먹는 피임약과 콘돔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피임 방법별 증감 추이로는 1974년에 비해 경구피임약과 자궁내장치
의 비율은 정체 상태를 보인 반면, 불임수술과 콘돔의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 는데 이에 해 보고서는 “경구피임약과 자궁내장치의 부작용을 호소했던 
부인들이 부작용이 없는 불임수술과 콘돔으로” 피임 방법을 바꾸는 경우가 늘
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은 이와 같은 여성의 난관수술 비율이 높아진 이유를 
당시의 피임방법의 한계로 설명하는데, 피임을 원하는 유배우 여성이 남성이 실천
하는 피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콘돔과 정관수술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임신의 위험이 있는 시기에 성 관계를 피해야 하는 (남성의 참여가 필요
한) 월경주기법(月經週期法, Rhythm Method)에 하여도 남성의 협조가 잘 이루
어지지 않아 월경주기법으로 피임을 했다 피임에 실패해 임신중절 시술을 받는 사
례가 많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367). 이는 피임실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식으로서 여성 자신의 난관수술의 비율이 높아져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당
시의 피임방법의 불안정성과 남성의 낮은 피임실천 참여에 의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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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우 부인
연령별

피임실천율
1966 1967 1973 1974 1976 1978 1979

15-24세 3 4 12 13 15.4 16 18.3
25-29세 13 14 28 29 31.9 38 40.9
30-34세 29 27 38 45 55.8 62 68.5
35-39세 32 33 53 54 61.5 66 71.9
40-44세 14 16 39 38 45.1 44 53.3

전체 - - - - 44.2 54.5

<표 34> 유배우 부인의 연령별 피임실천율 추이 (1966-67년, 1973-74년, 
1978-79년) 

<그림 36> 가족계획사업 피임방식별 성과와 연령별 
선호도에 한 기사

117)

 불임수술의 경우 성별로 정관수술자는 25.8퍼센트, 난관수술자가 74.2퍼센트
로 난관수술자의 증가율과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 피
임약의 경우 평균 사용기간이 4개월에 그치는 등 사용기간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었다. 기사는 보고서를 인용하여 피임수용자의 평균연령이 자궁내장치는 
33.2세, 정관수술이 32.6세, 난관수술 33.8세, 월경조절술은 33.8세 으며, 피
임을 하는 사람의 평균 자녀수는 정관수술이 3.1명, 난관수술이 3.7명, 임신중
절이 3.6명으로 피임부인의 연령이 30  이후이며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점
을 감안해 앞으로의 가족계획사업이 젊은 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18)

117) 자료: 동아일보 1976. 7. 8 “작년 한해의 가족계획사업 이용도 가장 높은 루우
프 장치, 먹는 피임약・콘돔은 젊은층에.. 작년 한해의 가족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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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연령
총임신 수

임신결과 비율 

정상출생 사산 자연유산 인공유산 인공유산비
(출생 100)

20-24세 196 74.5 1.5 10.2 13.8 18.5
25-29세 341 58.7 0.3 7.3 33.7 57.5
30-34세 200 44.5 - 3.5 52.0 116.8
35-39세 138 15.9 - 2.2 81.9 513.6
40-44세 48 18.8 - 12.5 68.8 366.7

합계 928 50.5 0.4 6.6 42.5 84.1

<표 35> 1978년 연령별 임신결과 변화 추이

 가족계획사업은 피임실천율을 높이는 것으로 1차적으로 임신과 출산자녀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 지만, 실질적으로 피임뿐 아니라 많은 경우 임신 
이후의 임신중절을 통해 출생 아동수의 조절에도 향을 주었다. 아래 <표 
35>는 1978년 연령별로 임신을 한 이후의 임신결과에 한 비교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따르면 총임신 수가 가장 많았던 연령은 25세에서 29세의 여성
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는 비율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추
세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보다는 인공유
산의 연령별 비율의 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즉, 임신을 한 여성은 35
세에서 39세 사이의 임산부의 경우 80퍼센트가 넘는 비율로 인공유산(임신중
절)을 하 고, 반면 20세에서 24세까지의 경우에는 인공유산의 비율이 13.8퍼
센트로 낮았으며 정상출생의 비율이 74.5퍼센트로 높은 비율을 보 다.

119)

<그림 37> 유배우 부인 연령별 피임실천율 
추이 (1966-67년, 1973-74년, 1976, 1978-79년)

118) 자료: ① 1966, 1967, 1973, 1974, 197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701 ② 
1976년, 197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
천율” (검색일 2020. 5. 5) <그림 37>과 <표 34>의 자료 출처는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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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하 던 정부는 1960년  중반부터 임신중절의 합
법화를 모색하 는데, 그러한 모색은 1973년에 모자보건법으로 일정 정도 제
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
는 것이었다. 모자보건법은 법률이 단순히 법 내용이 아니라 제정과정, 당시 
맥락, 특히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를 강조하는 법사회학적 관
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당시 경제개발의 위기 속에 정치적으로 유신체제 
하의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법제화되었다는 형식적 법제화 절차와 상황 
뿐 아니라, 왜 그 시기에 그러한 비상상황에 통과시켜야 했던 전후 맥락 또한 
다른 법률과 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자보건법 법안은 1967년에 만들어져 법제처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
회 각계의 반 , 특히 종교계 내의 가톨릭의 반 와 우려가 법안의 처리를 가
로막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폐기되었던 것을 보사부가 1970년 5월 다
시 입안하 다. 그러나 여전히 성 문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반  여론과 내
무부・보사부의 입장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철회되고 말았다. 그러나 
1972년 유신120) 이후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다음과 같은 입법 과정을 통
해 제정, 공포, 발효되었다. 
 모자보건법은 낙태에 한 형법에 의한 처벌 규정 그리고 이후 가족계획사업

1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20)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하여 단행한 

초헌법적인 비상조치 던 시월유신은 박정희 통령이 안보위기 및 남북 화를 명
분으로 유신체제라 불리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성립시켰다. ‘10·17비상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회 해산과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② 비상 국무회의가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 기능 수행, ③ 비상 국무회의의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④ 개정 헌법에 따른 헌법질서 성립 등이었다. 특히 모자보건법 
제정과 관련해 주목할 사항은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된 것이었다. 헌
법조항의 일부 기능과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이를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
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유신헌법은 국회의 연간 개회일수를 150일 이내
로 제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
까지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 다. 모자보건법은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유신체제 성립 이듬해인 1973년 1월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홈페이지 “시월유신(十月維新)” 참조, 검색일 2020년 4월 12일; 동아일보 
1973. 1. 31 “비상국무회의, 모자보건법 등 38개 법안의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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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유신(維新) 직후 비상국무회의를 통한 
모자보건법 의결에 한 기사

으로 임신중절의 확 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적 역 내에서 위법성과 공공
연한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966년부터 몇 차례의 법률적 합법
화 논의가 진행되었고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측에서도 합법화를 추진
하고자 하 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을 실질적인 낙태 합법화로 본 가톨릭 등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이 반복되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불거질 여론의 악화
와 반  세력의 저항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비상국무회의 통과121)

로 정부는 가족계획사업 수행을 뒷받침하는 인공임신 허용 범위의 규정에 
한 정부의 오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122).

123)

121) 1972년 말 유신 헌법을 통해 등장한 유신체제는 1973년부터 1979년 10·26으로 
통령 박정희가 사망하기까지 강력한 통령 권한으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제한·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을 지속시켰다. 그러한 정치적 변화는 해외입양 
규정으로서 해외입양 정책규정의 수립 양상에도 직접적인 향을 끼쳤는데, 이 시
기에 개정된 주요 관련 법률인 입양특례법과 모자보건법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통령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실질적으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법률에 준
하는 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해 1973년부터 
1979년 그리고 이후 유신 체제에 준하는 신군부의 등장에 이은 제5공화국 시기인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해외입양 제도 특히 해외입양 법률 및 정책의 논의와 
결정 과정은 물론 성격에 있어서 이전과도 다르며, 이후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2) 모자보건법에 관한 국무회의기록과 관련 기사를 통해 모자보건법의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다. 1973년 1월 30일 제6차 비상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안)이 의결된
다,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14호로 제정되고, 같은 해 5월 10일 발효 및 시행
된다. 의결과 시행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정지된 상태에서 비상국무회의에서 통
과된 점에서 제정 모자보건법은 유신체제의 특수성이 반 된 입법이었다(철제목: 
국무회의록(제1회-113회) 심의일자: 1973년 1월 30일, 관리번호: BA0085270, 생
산기관: 총무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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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제정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1조 목적).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정의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
물을 인공적으로 모체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하여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를 통해 일정 범위의 임신중절에 한 허용(더 정확히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의 면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8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
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

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
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

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배우자의 동의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실종・행방

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서, 친권
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서 그 동
의에 갈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514호 모자보건법 1973년 2월 8
일 제정, 1973년 5월 10일 시행).(강조는 연구자)

123) 자료: 동아일보 1973. 1. 31 “비상국무회의, 모자보건법 등 38개 법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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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모자보건법이 정부 측에서는 여러 반 를 무릅쓰고 상당한 변화를 가
져올 임신중절의 합법화를 공식 법률 규정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만,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생산과 섹슈얼리티, 여성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
할 경우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
하면서도 그 허용 범위의 결정에 있어서 여성과 임신중절 당사자의 필요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여성의 주체적 재생산 권리의 보장이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모체의 안전과 건강상의 위험
이 신체적, 건강, 모체의 보건의학적 판단을 내릴 주체로서 의학적 판단을 전
제로 하거나, 국가가 정하는 태아의 장애와 질환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면서 
상당부분 임신중절의 판단 기준을 임신한 여성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에 한 
의료진과 국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강간과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에 한 경우가 아닌 그밖에 
임신의 경우 임산한 여성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규정
을 담고 있지 않았다. 즉,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임신중절은 의료계와 국가
가 정한 출산하지 않는 것이 (임산부 자신보다는) 사회,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
는 아이를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는 비판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안전과 건강상의 위험이 사회경제적 
모의 안전에 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이전까지는 기혼모에게도 허용되지 않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임신
중절을 ‘암묵적’ 합법화에서, ‘사실상의’ 합법화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합법화에서 미혼의 모의 경우 법제의 가장 엄
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여전히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한 임신중절은 적어도 
법률 내에서는 그 조항만을 제외시킴으로서 ‘불법화124)’를 더욱 명확히 강제
하는 법제가 바로 1973년 모자보건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모자보건
법 이전부터 법적(사회경제적 요인과 그 이외의 요인에 의한) 인공유산의 허
용(許容)과 불용(不容), 합법(合法)과 불법(不法)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혼재되

124) 실질적 조항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임신중절은 1973
년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기혼여성은 물론 미혼여성에게도 더욱 확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 때문에 한국의 낙태죄는 사실상 존재하지만 적용되
지 않는 조문상의 법률에 불과하 다는 시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에 해 형법이 
제한적인 소수 사례에 해서지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입장
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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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자보건법이 사회적으로는 부분의 의사
의 인공유산(특히 기혼여성의 인공유산)시술을 합법화하고 승인한 의미를 가졌
다는 점이다.

   ② 가족계획사업과 미혼여성 재생산권

 국가에 의해 그토록 적인 출산조절 보급 프로그램이 수행되던 시기에조
차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출산조절 정보와 수단에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결혼한 다음에는 보건소나 병원‧약국, 가족계획요원 등 의료화 된 출산조절 보
급 통로나 주부 상 여성잡지의 의학정보 기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 
출산뿐만 아니라 피임과 임신중절에 한 공식적 지식, 기회(그리고 지원)는 
기혼의 여성에게만 주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와 지식은 그 방식에 있어서
도 공식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료계와 가족계획사업 
요원을 통하거나, 그 외에는 언론과 잡지, 방송 등과 같은 중적 매체를 통
해 파편화된 지식으로 확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상당 기간 재생산 관련 
권리와 기회는 결혼을 전제로 기혼여성에게 의료적 전문지식, 가족계획사업, 

중매체를 통한 단편적 지식으로서 주어졌다. 이는 곧 재생산과 성(性)의 분
리될 수 없는 연관은 물론, 재생산/성이 개인과 사회의 구조와 연결되는 젠더
/섹슈얼리티라는 측면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단순히 ‘재생산=기혼여성의 출산
조절’이라는 가부장적 관점이 전제된 것이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경우 가족계획사업의 역 내에서 임
신, 출산 그리고 임신중절까지 선택지가 열려있는 임신이었던 반면 미혼여성
의 겨우 이러한 선택지에서 상당한 제한이 강제되었다. 즉, 가족계획사업이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출산조절(억제)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결과
적으로 출산조절뿐 아니라 피임과 임신중절에 한 지식과 실질적 실천방법에 

한 기술 및 도구가 필요했던 많은 여성, 특히 미혼여성에게 그러한 기회가 
여전히 차단된 상태 다. 
 1960년 까지 가족계획사업의 홍보, 계몽이 단산 연령에 도달한 결혼한 남녀
만을 주요 상으로 삼았던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내재해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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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부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부터 소자녀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가족계획사업의 홍보, 계몽 상을 미
혼의 젊은 남녀, 나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까지 확 하 다. 그렇지만 가
족계획의 홍보 내용에서 출산조절 정보를 거의 완전히 빼고 섹슈얼리티에 
한 준거를 탈색한 다음에 이루어졌다. 청소년에 한 성교육이라는 것도 성이
란 반드시 결혼 관계 속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성도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했
다. 출산조절을 ‘가족계획’ 안에, 그리고 성을 ‘결혼’ 안에 봉시킴으로써 출
산조절 보급으로 인해 성적 문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했
고, 젊은 남녀에게 출산조절 정보를 보급함으로써 성문란에 한 우려를 야기
하는 것에 한 우려가 가족계획사업 초기부터 상존했었기 때문이다(배은경, 
2015: 229).
 그러한 임신과 출산에 한 강한 금기 속에 미혼여성에게 피임을 통한 임신
의 조절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 고, 섹슈얼리티 통제로서 순결을 통한 피임 
지식의 체(代替), 권리로서 성(性)과 재생산(再生産)의 권리에 한 인식이 
삭제된 임신 예방(豫防)과 출산조절의식 주입만을 목적으로 한 성교육만이 강
조‧강요될 뿐이었다. 이와 같은 가족계획사업 내의 섹슈얼리티 측면의 표백은 
미혼여성에게는 목적에 있어서 출산조절이 아니라 피임에 한 접근을 의미하
는 실질적 지식과 도구(피임기구) 및 재생산 권리로부터의 차단을 초래하 으
며,  미혼여성의 임신은 출산 여부에 앞선 피임의 실패이자 섹슈얼리티의 혼
인 내부로의 봉하려한 시도의 실패로 여겨졌다. 많은 미혼여성들에게 혼전
임신은 이중의 금기(혼전 성관계, 혼전 임신)의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숨겨야 
할 일이었고, 없었던 일로 되돌려야 하는 일이었다. 부분의 미혼임신은 불
법과 묵인의 경계선 상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임신중절로 매듭지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3년 만에 다시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 허용사유 범위를 확 하여 사실상 임신중절 자율화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고, 1976년 초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다음 <그림 39>와 같이 사실
상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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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정부가 추진한 임신중절 허용범위 확 에 한 기사

125)

 1976년 6월 3일 동아일보는 공화당과 유정회(維政會)126)가 정책위 의장단과 
정책위 보사위원 회의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이유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의장단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127).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임신중절 자율화는 1976년 중반, 여당에 의해 갑
작스럽게 보류로 전환되어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었
다. 신 여당은 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형법상의 처벌 규정을 
개정하여 사실상 형법을 통한 모자보건법 개정 효과를 신 거둘 수 있는 방
안을 검토 중이라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 다. 

125) 자료: 경향신문 1976. 4. 28 “임신중절 요건을 완화”, 동아일보 1976. 4. 30 
“인공임신중절의 자유화”

126) 유정회(維政會)는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의 약자로 1972년 시월유신 이후 1973
년 3월 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9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전국선거구(전국구) 
의원들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합류하지 않고 3월 10일에 독자적 원내교섭단체인 
유신정우회를 구성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내부적으로 정당 조직에 준하는 조직체계
를 갖추고 통령 박정희의 지도이념을 입법 활동으로 구현함으로써 유신체제의 수
호 및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 다. 이들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는 3
년으로 1973년, 1976년에 이어 1979년 3월 제3기까지 존재하다가 그해 10월 26
일 박정희 통령의 사망으로 사실상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1980년 10월 27일 제5
공화국 헌법이 발효되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모자보건법 개정과 임신중절 합
법화에 있어서도 공화당과 함께 유정회가 적극적으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당시의 
정부와 통령의 정책방향에 부합한 입법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127) 동아일보 1976. 6. 3 “여당정책위, 「모자법」 개정 의장단에 일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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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모자보건법 
중 개정안을 보류하는 반면 현행 형법을 개정, 낙태죄의 형량을 가
볍게 하거나 낙태죄의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
다. 공화당 정책위의 한 소식통은 7일 “모자보건법을 개정, 인공임
신중절을 사실상 자유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람
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그 대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낙태죄를 수정, 그 대
상을 줄이거나 형량을 가볍게 하여 보사부가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
정안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소
식통은 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형법 제296조 2
항이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사에 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70조 
2항 등 벌칙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사실상 임신중절을 자유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경향신문 1976. 6. 7 “여당 낙태죄
의 형량 가볍게”).(강조는 연구자)

 그러나 위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일주일 후인 6월 14일 동아일보는 한국천주
교주교단(이하 주교단)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에 한 우리의 태도」라는 선
언문을 인용해 주교단은 형법을 수정해 인공유산과 관련한 처벌을 경감하는 
것을 반 한다는 입장을 취하 다고 보도하 다. 기사는 주교단이 “무죄한 인
간의 직접적 살해”는 “국가의 어떤 고차원적 목적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형법을 통한 경우도 인공유산의 폭
적인 자유화와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의 형법 개정 움직임에도 반 의 입장을 
표했다. 기사를 통해 주교회의 반 가 형법 이전의 모자보건법의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 했으며 이 향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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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임신중절 허용범위 확 의 보류 이후 형법 개정 
관련 기사  

128)

 가족계획사업이 기혼여성의 피임실천을 통한 출생자녀수를 줄이는 것이었던 
점에서 미혼여성의 경우 가족계획사업 역 밖의 존재 다. 미혼여성이 가족
계획사업을 통하여 피임과 임신중절의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성 문란’의 우려
는 가족계획사업의 도입 초기부터 가장 경계하 다. 미혼여성에게 가능한 ‘성
(섹슈얼리티)’에 한 인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출생자녀의 소자녀화를 위한 출
산조절 의식을 갖게 하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미혼여성의 경우 직접적인 피임
의 방법과 기술(도구)의 접근은 제한되고, 그러한 접근은 결혼 이후로 연기되
었다. 1970년  후반부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부터 소자녀 가치
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가족계획사업의 홍보, 계
몽 상을 미혼의 젊은 남녀, 나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까지 확 할 것에 

한 논의가 시작되고 이것이 실제 시작되었지만, 그 내용은 실질적이지 못했
다. 가족계획은 성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었지만 출산조절(특히 피임관련) 정보
를 부분 제외된 것이었다 

  (3) 모성보호 공백과 탁아시설 확대의 지연

 여성의 사회참여는 지속적으로 확 되었으며, 기혼 여성의 노동참여율도 지속
적으로 높아졌다. 그렇지만 개발 시기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여성보호 정책은 

128) 자료: 경향신문 1976. 6. 7 “여당 낙태죄의 형량 가볍게” 동아일보 1976. 6. 14 
“인공유산벌칙경감도 반 ”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142 -

존재하지 않았다. 신 제도적으로는 존재하 지만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비롯한 여성 노동의 보호 정책은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명목상의 규정
에 가까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생계를 담당하며 일해야 했던 어머니들
이나 딸들은 공단지역이나 도시 주변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면서, 적절한 응의 사각지 에 처했으며 정책적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했
다. 결국 일하는 딸들(working daughters)과 일하는 어머니들(working 
mothers)은 한시적 취업, 부업으로 일시적으로 종사하는 존재로 점차 고정되
어가기 시작했다. 이들 일하는 (기혼과 미혼의) 여성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 노
동문제와 분리된 요보호여성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한 임시적 여성노동 참여에 

한 인식은 다시금 다양한 상황 속에 여성노동자(일하는 딸과 어머니)들을 억
압적인 규율 속에서 저임금 구조로 내몰렸다(황정미, 2001: 115).
 1960년 와 70년  여성과 모성은 곧 가족과 가족 외의 역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응에 부합하는 여성정책이 부재하 다. 당시의 여성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윤락행위등방지법』이라는 점은 이 시기의 여성정책이 여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예방과 보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통제와 감시, 동원 체
제적 성격이 강하 음을 보여준다. 실제 여성정책적 응이 필요했던 역은 
각각 다른 법률 내에 파편화, 분리된 채 불충분하게 제도화되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절에서 살펴볼 탁아제도도 그와 비슷한 상
황이었는데, 당시 탁아 관련 제도로는 『아동복지법』 내의 ‘탁아시설’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통한 ‘모성보호’와 ‘여성노동보호’ 정책 조항이 존재했지만 실
제와 조항 간의 간극은 적지 않았다.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법제도 상으로는 여성과 소년 근로자에 한 노동시간
상 제한과 금지업종, 산전산후 휴가와 생리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이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었지만, 1950년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여성이 근

화된 산업으로 취업할 기회가 적었던 상황에서 ‘여성근로자’에 한 보호규
정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이후 1960년 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여성 취업이 늘어났지만 이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취업자는 다
수가 ‘미혼여성’이었기 때문에 모성보호의 상이기 보다는 기숙사나 후생시설, 
교육 제공 등이 주요한 노동보호 사업 내용이었다. 1960년  중반부터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취업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
정에 이어서 1948년 ‘사회부 노동국’에서 1963년 ‘노동청’으로 사회부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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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직업여성과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 및 탁아시설 
부족에 관한 기사

리되면서 여성노동 관련 업무까지 ‘사회부 부녀국’에서 ‘노동청’으로 이관되면
서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문제를 노동문제와 분리된 별도의 사안으로 여기는 경
향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일하는 딸들과 일하는 어머니는 ‘한시적’으로 취업하
거나 ‘부업’에 종사하는 존재로 전제되면서, 이들의 여성노동에 관한 문제는 노
동문제와 분리된 요보호여성 상 교화와 통제 정책의 연장에서 다루어졌다.

129)

 한편 여성정책 범주 가운데 실제로 생계를 담당하며 일해야 했던 어머니들은 
당시의 산업구조 내에서 기업의 임금노동자로 취업이 어려웠으며, 미혼 취업여
성의 경우 결혼 이후의 취업을 유지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단지역이나 도시 주변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해야 했던 노동계층과 빈곤한 
기혼여성들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점차 확 되는 탁아수요에 
증가에 한 정책적 응이 부재하 다.
 우리나라의 탁아사업130)은 1921년 서울 태화사회관에서 개설한 탁아프로그

129) 자료: (왼쪽) 동아일보 1970. 5. 12 “직업여성 위한 복지활동” 사진 설명: 직업
여성은 늘고만 있으나 이들의 복지문제는 거의 소외돼있다. (오른쪽) 경향신문 
1971. 3. 24 “자활의 터전부터” 사진 설명: 어린이를 위한 탁아소 설치가 모자복지
시설 세미나에서 다시 두됐다.

130) 본 연구에서 보육사업과 탁아사업의 용어 구분과 관련하여 현재 보육을 신해 
탁아로 지칭할 것이다. 이처럼 탁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 아동 관련 
역에서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그리고 1980년  『 유아보육법』 시기에 한국
전쟁 이후 한국사회의 보육사업이 고아와 부랑아를 방지하기 위한 구빈(救貧)·구호
(救護)적 개념의 아동복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아동복리시설, 소위 고아원이 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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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과 1926년 부산 공생탁아소와 구 은총탁아소 등 빈민아동 구제사업의 일
환으로 시작되었다(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 2013: 383). 1936년에는 
조선총독부 관할로 전국에 11개의 보육시설에 4백35명의 아동이 등록되어 있
었다. 이후 해방 후 한국전쟁 기간 중이었던 1952년 10월 「후생시설 운 요
령」에 의하여 탁아소의 기능은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 또는 일정기
간 중 위탁보호하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었으나, 한국전쟁 후 고아, 기아 등 
요보호아동에 한 수용보호시설이 주로 외국 원조에 의해 설립되면서 탁아시
설들은 고아원과 다름없이 임시구호적 성격을 갖게 되었고 탁아시설로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 다(박숙자, 1990: 355).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한 산업화 정책은 

도시로의 인구유입 및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탁아시설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0년 전국에 24개소가 분포했던 탁아
시설은 이후 아동양육시설 가운데 육아시설에서 탁아시설로 시설 변경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1966년 백16개소에 이용아동은 만백10명으로 증가하 다. 이
러한 아동양육시설의 탁아시설로의 전환은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
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한 산업화 추진은 도시와 공업지역으로 인구 유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에 탁아시설 수요도 증가하기 시
작했다. 한편 당시 사회문제 던 기아와 부랑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도 탁아시설 증설 필요성이 두되기 시작하 다. 

일반가정의 아동을 위한 시설로 탁아소 기아보호소를 두고 이에 
보조를 조금씩 해준다. 탁아소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직업여성
을 어머니로 가진 어린이가 엄마 없는 시간을 (…) 전국에 약 

으로 지칭되기도 했던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어 혼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서 아동 교육과 보호, 구호가 보육 개념과 혼재되었던 1980년  후반 
이전의 시기에 탁아라는 용어가 현재의 보육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혼여성 취업가정과 빈곤가정, 농촌지역 농번기 아동을 위해 
상시적, 한시적으로 운 된 각종 탁아소 등의 용어사용 등의 역사적 맥락에 따른 
용어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한국아동학회, 2004 참조) 그러한 필요에 따라 포괄
적 명칭으로는 사업 범주로서는 탁아를, 시설 명칭에 있어서는 탁아시설로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1991년 유아보육법 제정을 전후해서 진행된 보육법제화 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한해서는 탁아와 보육을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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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시설 증설계획 5개년 계획 증설 시설 목표

1차 
5개년

연도
시설수
(개소)

2차 
5개년

연도
시설수
(개소)

3차 
5개년

연도
시설수
(개소)

1967 247 1972 570 1977 940
1968 342 1973 644 1978 1,020
1969 399 1974 714 1979 1,112
1970 475 1975 786 1980 1,214
1971 551 1976 860 1981 1,305

<표 36> 정부의 탁아시설 증설계획 5개년 계획 (1967년~1981년)

220개소가 있고, 농촌에는 임시탁아소도 열리지만 탁아소란 저소
득층이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가고(월간식비 1,500월 부담) 돈을 
낼만한 사람은 시설이 좋지 않다고 또 불만이다. 탁아소는 대부
분 취학 직전에 있는 연령의 아동이 대상이 되어 있지 정작 안심
하고 맡기고 싶은 3세 이하의 아동은 맡길 수조차 없다. 3세 이
하의 아동을 맡을 수 있는 복지시설은 역시 시설비가 많이 들고 
유지비가 높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들도 손을 대려들지 않고 국가
는 더욱 외면하고 있는 실정 (…) 근우회관이 증축되는 회관 한귀
퉁이를 비워내어 영아탁아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을 세우
고 있어서 그것이 성공리에 운 되면 직업여성들의 시름을 하나 
들어주게나 될까(후략) (동아일보 1971. 1. 19 “예산(豫算)에 비
친 사회(社會)복지 ② 아동(兒童)”).(강조는 연구자)

 보사부는 탁아시설 증설을 위해 1967년 3월 1차(1967~1971년), 2차
(1972~1976), 3차(1977~1981)에 걸친 15년 간의 ‘탁아시설 증설계획’을 발표
하 다. 그리고 탁아시설 증설계획 한해 뒤인 1968년 3월에 탁아시설 증설을 
위해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발표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 요령」
(이하 탁아임시요령)은 기존에 법인체만이 탁아시설을 설립할 수 있던 조건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명칭에 있어서도 ‘탁아소’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다(박숙자, 1990: 356; 보건사회연감 1972: 72; 조복희·강
희경·김양은·한유미 2013: 38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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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외원기관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감축을 방향으로 먼저 
육아시설, 아시설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타목적 사업에서 육아시설 
또는 아시설로 목적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어서 당시 ·육아시설
에 해서 아동상담소, 조산시설, 정신박약아 보호시설, 맹・농아 양호시설, 
신체허약아 보호시설, 탁아시설, 아동휴양시설(아동관, 어린이 놀이터), 교호시
설, 부랑아 보호시설, 소년직업보도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유스호스텔, 사회
복지관 등 특수시설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운 할 것을 적극 권장하 다. 
 1968년 탁아임시요령을 공포하여 설립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재단법
인(사회복지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던 것을 확 , 공법인(公法人)과 외국민간
원조단체도(외원단체) 지방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그에 따라  1960년 24개(이용 아동 천백30명) 던 탁아시설 수는 1966년 백
16개소(만백10명), 1968년 2백96개소(2만5천4백43명), 1969년 3백99개소(3만
4천4백67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설립 가능 주체의 단순한 확 로는 설립과 
운 에 있어서 탁아시설의 확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1970년에
는 전년에 비해 22개소가 감소한 377개소(29,906명)로 줄어들었다(보건사회연
감, 1972: 72).
 탁아시설 증 의 실질적 과제는 운 비 으며, 당시 정부가 탁아사업을 빈곤가
정의 부모에게 복지, 구호적 차원에서 접근함에 따라 그 비용을 직접 받는 것
을 정부가 금하면서, 탁아시설의 입장에서는 정부나 외원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7년 보사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
여 탁아시설 증설을 위해 도입했던 탁아임시요령을 폐지하 다. 이로서 탁아시
설 설치는 다시 법인만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탁아시설 설립의 요건 강
화는 개인재산이 법인화로 인해 무효화될 것을 우려한 탁아시설 관련 운 자들
의 우려로 탁아시설 증가율은 일시적 감소 및 정체 양상으로 이어졌다.
 1978년에 보사부는 「탁아시설 운 개선 방안」을 통해 탁아사업의 상아동 
범위를 확 하여 취학 전 아동이면 누구나 탁아소 입소가 가능하게 함과 동시
에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이같은 탁아시설 입소 상 아동 확 는 
기존의 빈곤층과 농어촌 지역의 요보호아동을 상으로 한 입소 조건을 변경
하여 일반가정 아동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 다. 단 

131) 자료: ① 1966년~1979년: 곽덕 , 1982: 57. 원자료: 한국어린이집 협회, 1980. 
② 1980년~1981년: 김석산, 1984: 54. 원자료: 보건사회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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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면서도 당초의 빈곤아동의 아동복지사업으로서 탁
아사업의 목적에 따라 탁아시설 별로 입소 아동의 20퍼센트는 무료132)로 다
닐 수 있는 저소득층(생활보호 상자와 세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정하고 있
었다(등에 편집부, 1989).
 그러나 세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육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은 재정
지원 미흡으로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빈곤가정을 위한 탁아시설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 다(등에 편집부, 1989). 한편 1981년 4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
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탁아시설은 무료 탁아시설일 경우 다시 법인이 아
니어도 신고만으로 설치·운 할 수 있게 되었다(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
미, 2013: 384). 탁아시설은 부분 취학 직전에 있는 연령의 아동을 상으
로 운 되고 있었으며, 정작 탁아가 가장 필요한 3세 이하의 아동을 맡을 수 
있는 시설은 “시설비가 많이 들고, 유지비가 높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들도 손
을 려들지 않고 국가는 더욱 외면하고 있는 실정133)”이었다.

132) 세민과 생활보호 상자 우선적 입소와 보육료 면제를 정한 규정은 재정지원 
미흡으로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탁아시설은 빈곤가정을 위한 탁아시설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 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1981년 4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
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탁아시설」은 무료 탁아시설일 경우 다시 법인이 아니어
도 신고만으로 설치·운 할 수 있게 되었다(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 
2013: 384).

133) 앞서 살펴본 동아일보 1971. 1. 19 “예산에 비친 사회복지 <2> 아동”이란 기사
는 1971년 여성들을 위한 단체인 「근우회관」이 증축되면서 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
용해 아탁아소를 시범적으로 운 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1970
년 를 맞으면서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주로 아시설, 육아시설)에 한 관심을 일
반가정 내 아동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가 작성된 
1971년 당시 아시설 77개소와 육아시설 448개소, 직업보도시설 16개소, 부랑아
수용소 10개소, ‘맹・농아, 지체불구아 및 정신박약아 시설’[장애아동시설, 연구자 
첨] 24개소가 운 되고 있었다. 한편 기사는 일반가정의 아동을 위한 탁아소[탁아
시설], 기아보호소에 해서는 탁아소는 ‘어린이집’이라고 부르며 직업여성을 어머
니로 가진 어린이가 엄마가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마련한 곳으로 약 220개소
가 있어 탁아소나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증설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
지기에는 요원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1970년  초반 국내에서 아동복리시
설의 하나로 탁아시설이 분류되어 있었지만 시설수나 시설 수준에 있어서 당시의 
열악한 다른 아동복리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운 의 어려움으로 확 가 지체되고, 질
적 개선도 지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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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970년  도시지역 탁아시설 지원 
부족과 운 상의 어려움에 한 기사

134)

 1970년  초반 정부의 탁아시설 증  계획을 시행하려는 데 있어 주요한 장
애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실제 탁아시설을 운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에게 탁아에 

한 개념이 부족한 점이었다. 즉,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친척이나 가
족에 의해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집
밖의 특별한 시설(탁아시설)에 비용을 들여서 맡긴다는 인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제도적으로 탁아에 한 필요와 그에 따른 지원
이 가능하게 할 사회적 인식으로서 탁아의 필요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다. 결국 개별적인 설립・운 자의 책임에 맡겨져 있거나, 부모(사실상 어
머니)가 자신의 책임으로 감당해야할 몫으로서 탁아가 남겨져 있으면서 제도
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요인은 탁아시설의 필요에 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
시킨 것은 당시의 남북체제 경쟁 상황 속에서 이념적으로 극한의 립적 양상
에 있던 남한과 북한체제의 여러 상반된 특성 가운데 하나로 주목된 북한의 
탁아제도에 한 남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탁아제도에 

134) 자료: 동아일보 1971. 5. 17 “눈길 아쉬운 어린이의 집” 사진 설명: 안(安)여사
가 돌봐주고 있는 창신아파트의 희망어린이집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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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북한 방문단의 탁아소 방문과 집단 탁아에 
한 부정적 인상을 전한 기사

한 체제적 강조와 지원은 반 로 남한 사회에서 탁아는 곧 북한의 것이고,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보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를 기르는 목적에서나 필요
한 것이며, 결국 아이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어머니의 돌봄으로 자라나야 한
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135)

 위 <그림 43>은 1972년 남한 기자단의 북한 방문 시기 동안에 찾은 탁아소
에 하여 ‘집단적 아동탁아’의 모습을 ‘김일성 체제만을 위한 전투적 기계적 
인간을 만드는 비인간적인 조치’라며 탁아시설에 한 부정적인 인상을 전하
고 있다136).

135) 경향신문 1972. 9. 5 “인간(人間) 기계화(機械化)의 탁아소(託兒所) 평양보고서
(2) 사진설명: 동심(童心)에도… 모든 것이 김일성(金日成)의 은덕이라면서 철없이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점점 공산주의의 기계로 바뀌게 하고 있다.

136) 동아일보는 1976년 6월 25일 “북괴 유아가정양육 금지”라는 기사에서 이러한 
탁아소에서는 4세에서 5세의 어린이는 유치원에, 1세~3세의 어린이도 탁아소에 들
어가서 ‘혁명조직 기틀을 배우도록’ 되어 있다면서, 아이들은 주 1회, 또는 월 1회
만 가정에서 부모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에서는 이러한 탁아시설을 ‘모
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인 인민으로 키우고, 모든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
는 부담에서 해방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화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 다. 경향신문은 1979년 5월 5일에는 “갓난애부터 김일성 찬가 AP 
기자가 본 북한 어린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기자의 눈에 비친 북한의 어린이들
이 두 살도 되기 전인 1년 7개월이 되면 탁아소에 들어가 11년 걸친 의무교육과정
을 통해 김일성 찬가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내용의 방문기를 보도하 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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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탁아시설 증설계획 목표와 탁아시설 증가 
추이(1967년~1979년)

 1970년  도시 지역에서 조금씩 일어나던 탁아시설의 설립 움직임은 1970년
 사회적 인식 속에서 탁아시설에 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것과 함께 보

다 현실적으로는 탁아시설에 한 재정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설립 확  계획은 사실상 실패하게 된다. 아래 <표 37>은 이러한 정부
의 탁아시설 증설계획 목표와 실제로 설립되는 시설수 추이, 그리고 탁아시설 
이용 아동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를 통해 1974년(79.0퍼센트)과 75년(75.2퍼
센트)을 기점으로 목표 비율과 실제 시설수와의 편차가 확 되기 시작해 이후 
1977년에는 64.6퍼센트, 1979년에는 54.9퍼센트로 확 되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탁아시설이 필요한 아동 비 이용률은 초기의 0.3퍼센트(1967년) 
수준에서 0.8퍼센트(1972년)로 높아졌지만, 이후 1976년까지 0.9퍼센트에 머
물렀는데, 이는 전체 탁아시설 필요 아동 가운데 1퍼센트에 불과한 아동만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탁아시설이 필요한 가정과 어머니들이 
탁아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것은 극히 어렵고 드문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
래 <그림 44>는 <표 37>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1970년 중반 이후의 탁
아시설 증설계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137)    

1970년 는 남북한 관계와 분단의 이념적 립이 아동의 보호, 특히 탁아시설의 
운 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탁아와 아동의 가정 외 집단적 보호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137) 자료: 곽덕 , 1982: 57 원자료: 한국어린이집 협회(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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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시설 증설계획 목표와 운  탁아시설 현황, 1966-1980

구분 연도
탁아 시설 탁아

필요 아동
(천명)

정부 증설 
목표 수

시설 수
(목표 비율)

이용 
아동 수

필요 아동 
이용률

- 1966 - 116 10,110 0.2 4,481

1차 5개년

1967 247 182 
(73.7) 14,624 0.3 -

1968 342 296 
(86.5) 25,443 0.5 -

1969 399 358 
(89.7) 34,467 0.7 -

1970 475 377 
(79.4) 29,906 0.7 4,316

1971 551 464 
(84.2) 37,834 0.8 -

2차 5개년

1972 570 482 
(84.6) 36,533 0.8 -

1973 644 516 
(80.1) 37,102 0.8 -

1974 714 564 
(79.0) 39,211 0.9 -

1975 786 591 
(75.2) 40,655 0.9 4,310

1976 860 607 
(70.6) 41,767 0.9 -

3차 5개년

1977 940 607 
(64.6) 41,409 - -

1978 1,020 591 
(57.9) 41,898 - -

1979 1,112 611 
(54.9) 41,632 - -

1980 1,214 657 
(54.1) 45,075 - -

1981 1,305 706 
(54.1) 48,983 - -

<표 37> 정부의 탁아시설 증설계획 목표와 시설 설립 현황 (1967년~1981년)

138)

 이처럼 1960년  후반 정부의 제도적 설립기준 요건의 완화로 증가하던 탁
아시설의 설립이 1970년 에 지속되지 못한 것은 탁아시설 설립 이후 운 에 

138) 자료: ① 1966년~1979년: 곽덕 (1982: 57) 원자료: 한국어린이집 협회(1980). 
② 1980년~1981년: 김석산(1984: 54) 원자료: 보건사회부(1984). 김의  1997; 보
건사회연보 1967;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79: 83; 한국아동학회, 2004: 279 자
료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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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정부 지원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박숙자 1990: 356; 보건사회연
감 1972: 72; 이성우 2006; 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 2013: 384; 한
국여성개발원 1987). 1970년  탁아시설 관련 언론 보도는 탁아시설의 운
경비, 탁아시설 이용 가정에 실비 부담 여부, 정부의 지원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탁아시설에 한 지원을 제한하는 동시에 여전히 탁아시설을 빈곤한 
가정의 복지 및 구호차원에서 탁아시설을 바라보았다. 그 결과 탁아시설을 이
용하는 부모에게 비용의 징수를 여전히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러한 상황에서 탁아시설 운 자의 입장에서는 운 비의 부족에 한 추가적 

책이 시설의 자체 재원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탁아시설을 운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탁아시설의 법인화는 이러한 자체 재원
을 일정 정도 마련한 경우에만 시설을 설립・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
침이 반 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의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탁아시설 
자체 재원이 부족한 다수의 탁아시설은 실제 운  경비를 이용 아동의 가정
에 부담하지도 못하게 되면서 결국 탁아시설의 설립이 정체되는 양상으로 이
어지고 말았다. 그로 인해 1970년  한국의 탁아시설 증설 계획은 당시의 탁
아에 한 사회적 인식 뿐 아니라, 실질적 재원과 관련된 정부 지원, 시설의 
자립도, 탁아시설 이용아동의 가정의 비용 부담의 여러 측면의 어려움으로 
1970년  중반을 기점으로 그 증가 추세가 멈추고 말았다(보건사회연감 
1972, 72 참조).

 2. 친생모 보호정책의 도입과 한계

  (1) 미혼모 보호시설의 설립 양상과 한계

 이 시기 가부장적 부계중심주의와 개발주의적 관점에서의 개인(혹은 가족 단
위 내의 개인)이 공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의존적’ 구성원에 한 
국가와 사회의 시선은 실질적 보호보다는 비난과 낙인이 더 크게 돌아왔다. 
이어질 논의를 통해 그러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한 빈곤한 모자가정과 미혼
모들이 처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에 한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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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상적 가정’에서 벗어난 부녀자로서, 도덕적 타락의 우려되는 문제 여
성으로 전제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당시 상황 속에서 가정을 벗
어나 공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칭했던 ‘요보호여성’에 관한 인식
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호와 비난이 함께하 다. 
 당시 요보호여성에 한 관점은 그들에 한 관련 법률이 『윤락행위 등 방지
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즉, 요보호여성은 윤
락행위를 하는 여성을 포함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특별한 보
호가 필요한(실재로는 여성의 자리로서 가정 내 보호에 있지 않은) 여성을 모
두 포괄하는 법률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었다. 이는 『모자복지법』이 1989년 
4월 1일 제정되기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여성에 한 공적 보호는 여성 개인
의 권리는 물론 어머니로서 모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보호여성이라는 도덕적
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통제되어야 할 위험한 여성이라는 가부장
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어머니들
에 한 보호는 소극적이고 통제적이며 주변화된 형태로 이루어졌다(황정미, 
2001 참조).
 한국전쟁 이후 전쟁미망인에 한 보호 이후 지속되어 온 요보호여성 중심의 
부녀행정의 주변화는 1960년  개발국가 시기의 사회변화 속에서 극복되지 
못했으며,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주변화의 양상으로의 전환되어 갔다. 1961
년 5・16 직후 부녀보호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기존의 여성보호시설들(특히 모자보호시설)이 축소되거나 
윤락여성 상 시설 혹은 직업보도소로 성격이 전환된 것이 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주변화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체계적이지 못한 구호사업 성격의 이전
의 부녀보호사업이 법적 체계를 갖추었음에도, 시설의 양적 감축과 보호사업 

상이 되는 여성들을 도덕적으로 통제와 낙인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1960년 와 70년  당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 규모의 이촌향도(離村向
都) 상황 속에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상경(上京)한 많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윤락행위를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상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들을 위한 부녀
보호사업의 가장 광범위한 그리고 유일한 근거법이 『윤락행위등방지법』139)이

139) 1961년 11월 9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제1조 목적에서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이때 ‘윤락행위’를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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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 여성들을 위해 필요한 각종 상담사업, 보호지도소사업, 직업보도시
설사업 등은 모두 윤락여성뿐 아니라 보호를 필요한 다른 여성들에 한 사업
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개발국가의 여성정책 형성에 관한 황정미(2001)의 연
구에서 인터뷰이로 참여한 당시의 보사부 부녀국 직원의 구술에는 친생모로서 
미혼모에 한 당시의 시선과 제도적으로 이들을 지칭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
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려가 있는 자’,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 이걸 걸어서 일반 여성
도 한 거죠. 법이 없으니까. 미혼모라는 건 어디 법적 근거가 있었
습니까, 모자복지법 생기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지원을 했냐하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니까 ‘등’에 걸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 그걸 하려니까, 연못을 파면 고기가 몰려들 듯이 미혼모라고 
시설 해놓으면 더 생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 근데 실제
적으로 미혼모가 생기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웃기는 것이 미혼모라는 말을 
못 쓰게 하니까 ‘윤락여성 특수취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세웠어요. 미혼모 위한 예산을 (…) 감사를 할 때마다 윤락여성 특
수취업이라고 하니까 남자들이 관심이 대단하잖아요 …… 이 이름 
때문에 왔다하면 이것만 물어봐!(1975년~1990년 보건사회부 부녀국 
근무 여성 인터뷰, 인터뷰일 2000. 11. 24. 황정미, 2001: 97-98 
재인용).(강조는 연구자)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서, 제7조에서 “국가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
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이하 요보호여자라 한다)를 선도보호하
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도시 기타 필요한 곳에 보호지도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국가는 요보호여자에 하여 자립갱생의 정신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
도록 하 다. 이러한 법률 제정에 따라 부녀보호지도소를 서울에 1개소 설치하 으
며, 1962년에는 윤락여성직업보도소를 전국 각 시도에 16개소, 각 주요도시에 부
녀상담소 26개소를 설치하 다. 부녀상담원은 1962년에 처음으로 전국 각 시, 군, 
구에 33명이 배치되었고, 1976년부터 215명으로 증원시켜 가출여성, 문제가족, 윤
락여성 등을 상담하 다(국가법령정보센터 “윤락행위등방지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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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1970년  구세군여자관에 입소한 
미혼모의 직업훈련 모습

 미혼모에 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미혼모 보호시설(이하 미혼모시설) 관련 
예산을 ‘윤락여성 특수취업’이라는 이름으로 책정해야 했을 만큼 부녀행정은 
곧 윤락 혹은 윤락의 방지와 관련된 명칭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960년  후반과 70년 에 접어들면서 국내의 미혼모 수
가 급격히 증가하자 구세군여자관(1966년), 애란원(1973년), 마리아의집(1979
년)이 각각 미혼모시설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설립되었다. 다음은 이들 세 시
설의 설립과 운  양상을 통하여 1966년부터 1979년 시기의 미혼모에게 제공
되었던 지원과 보호를 살펴볼 것이다. 

   ① 구세군여자관의 설립과 운영

140)

 국내에서 미혼모 보호사업을 최초로 도입한 곳은 1924년 세워진 구세군여자
관이다. 일제강점기 구세군141)에 의해 설립된 국내 최초 여성복지시설 구세군

140) 자료: 경향신문 1976. 11. 16 “겨울 걱정 태산, 「零下地帶( 하지 )」 다함께 溫
情(온정)을 (1) 救世軍(구세군) 여자관 未婚母(미혼모)” 사진 설명: “연탄난로 하나 
없는 차디찬 작업실에서 재봉기술을 익히는 미혼모들에게 겨울은 고통의 계절이다”

141) 구세군(The Salvation Army, 救世軍)은 감리교 목사 던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 1829-1912)에 의해 국에서 창립되었다. 1865년 기독교선교회(The 
Christian Mission)로 사역을 시작, 1878년 구세군(The Salvation Army)으로 명
칭을 변경한 구세군은, 1891년 구세군사회복지사업을 시작, 1896년 표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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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관은 해방이후 1950년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일시 휴관한 이후 1954년 다
시 개관하 고, 이후 1957년부터 미혼모 출산보호 사업을 시작, 1966년에는 
부녀직업보도시설이자 미혼모 보호시설로서 구세군여자관으로 전환하게 된다
(구세군두리홈 홈페이지, 검색일 2020. 2. 29). 
 구세군여자관은 1970년  중반 구세군과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의 보조를 
통해 운 되었으며 수용인원은 당시 수용 정원은 35명이었다142). 거주하며 보
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었으며, 숙식 보호 외에도 직업훈련과 의료혜택, 
분만비 보조, 교양 강좌 등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 다. 직업훈련으로
는 편물, 봉재, 미용, 수예 등의 기술을 관내 시설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으
며, 이를 통해 입소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 다. 구세군여자관에 입소한 미혼
모(미혼친생모)의 경우 개별상담을 홀트아동복지회143)의 상담워커(상담사)가 
맡아서 진행하 다(장소 , 1976: 53). 

   ② 애란원의 설립과 운영

 애란원은 1960년 반애란(미국 장로교 선교사, 본명 엘리노어 리어롭, 
Eleanor Creswell Van Lierop)에 의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상의 윤락여성
과 가출소녀 보호를 위한 부녀직업보도시설로 「은혜의집」을 설립하면서 시
작144)되었다. 이후 1963년 가출여성(소녀)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직업

사업인 ‘자선냄비’ 사업을 시작하고, 1908년 한민국 구세군 사역을 시작하 다
(구세군 한본  홈페이지 “구세군 역사” 참고). 

142) 중앙아동복리위원회(1975) 자료에 따르면 1972년 구세군여자관의 미혼모 수는 
44명, 1973년 40명, 1974년 60명으로 정원에 비해 연간 미혼모 수는 많지 않았다
(중앙아동복리위원회, 1975: 37).

143) 홀트아동복지회와 1975년 통합된 한국기독교양자회의 경우 1971년 9월 경기도 
고양에 임신한 미혼모가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작은 4~6명 규모의 미혼임산부 시설
을 설립‧운 하 다. 이는 규모면에서 그룹홈(Group Home) 형태로 미혼친생모의 
출산 전 보호의 예라고 할 수 있다(황병남, 1971: 18-19; 홀트아동복지회, 2005: 
275-277) 

144) 애란원 시설 설립자인 반애란은 1960년 가출소녀와 윤락여성의 선도보호와 자립
을 목적으로 한 기관의 설립을 다음과 같은 계기와 과정으로 시작하 다. 제자 던 
한 학생이 임신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청한 이후 불우한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던 반애란에게 미군에 소속된 한 군종목사가 “우리 군  주변에서 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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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설 「희망의집」을 추가로 열고, 이후 1970년에는 「희망의집」의 운 목적
을 가출소녀 보호에서 미혼모 보호로 전환하면서 미혼모 보호사업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 다. 선교사이자 연세 학교 교수이던 남편 피터 리어롭(Peter 
Van Lierop, 한국이름 반피득) 목사와 함께 1959년부터 한국에 와있던 반애
란은 제자 던 한 학생이 임신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청한 이후 불우
한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960년 4월 1일 「은혜의집」(은혜원, 
House of Grace)을 열었다. 그러던 중에 부른 배를 옷으로 감싼 어린 소녀
가 희망의집 입소에 입소해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묶고 있는 
방에서 지내다 출산을 하고 아이를 입양하고, 출산 이후 입양 후의 애도 과정
을 겪는 모습을 지켜본 반애란은 홀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슬픔과 상실의 고통이 큰 과정임을 깨닫고, 가정폭력, 성매매, 빈곤에 따른 어
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경험과는 또 다른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혼모를 

창녀(기지촌 여성, 연구자 첨)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야만 하지 않은가”라는 말
을 듣고 선교사로서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여 기지촌 여성과 윤락여성을 위한 시설
을 설립할 결심을 하게 된다. 반애란은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 정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번 매춘을 하면 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답할 뿐
이었다. 반애란은 다음으로 한국 교회를 찾아갔지만 왜 이러한 여자들을 위해 당신
들은 시간을 허비하려 하는지 반문하며, “ 신에 우리의 크리스천 고등학교나 학
교에 있는 품성 좋은 여학생들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하고 답할 뿐이었다. 이후 
리처드 바이어드(Richard Baird)를 만나 의견을 묻자 놀랍게도 바이어드는 반애란
의 노력을 축복해 주었고, 재정적 도움까지 약속했다. 바이어드와의 지원에 이어 
한국기독교세계봉사회(Korea Church World Service: KCWS)의 한 멤버의 주선
으로 일본에서 매춘부들과 같이 일하는 조직인 “한밤중의 선교단(Midnight 
Mission)”의 책임자 도라 무딩거(Dora Mundinger)를 만났다. 무딩거는 반애란의 
일에 많은 충고를 주었고 위험에 해 경각심 또한 일깨워주었으며, 관련된 직원과 
이사회, 그리고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상으로 세미나를 열어주었다. 설립 
준비 작업에서 본격적 시설 건설 자금은 한국 기독교세계봉사회(KCWS)로부터 지
원받았다. 이때 건설한 건물에는 10-15명의 여자들과 한 명의 사감, 한 명의 사회
복지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세 개인 가옥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기존 건물에
서 옥외통로로 접근할 수 있는 옆집을 샀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을 추가했고 이 
방을 분리해서 기도방과 창고방으로 활용했다. 이 집을 나중에 「은혜의집(House 
of Grace)」으로 이름 지었다. 이어서 1963년 「희망의집」(House of Hope)을 열고, 
1965년 미8군 군목들로부터 미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요청받아 1967
년 경기도 포천의 캠프 카이저(Camp Kaiser)에서 「신앙의집」(House of Faith)을 
열었지만 1968년 문을 닫았다(애란한가족네트워크, 2016: 16-21 참고 연구자 재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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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일145)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몰
라 안타까움을 느낀 반애란은 잠시 미국으로 귀국하여 사회사업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1973년 기존에 윤락여성 보호를 위해 운 되던 곳도 미혼모 보호 및 
자활 전용시설로 전환하면서 시설 명칭을 「기쁨의집」으로 전환하 다146). 
1975년에는 미혼모와 아기를 함께 수용(受容)하기 위한 미혼모 일시보호시설 
「소망의집」 사업을 시작하 다. 1977년에 「기쁨의집」, 「소망의집」을 합하여 
「애란복지회」로 다시 1983년 현재의 「애란원」으로 변경하 다(애란원, 2010a: 
34-38; 애란원, 2010b: 6; 장소 , 1976: 53-54). 
 「기쁨의집」은 출산 전후에 거처할 곳이 없는 미혼모만을 수용, 보호하고, 원
하는 경우 외부 학원에서 양재나 미용 등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의 
3분의 2를 보조하 다. 이때 개별상담과 출산한 아기에 한 상담은 홀트아동
복지회에 의뢰하 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에서 최  3개월이었으며 
수용(受容)정원은 20명이었다. 한편 「소망의집」은 아기에 한 친권포기 의사
가 명확하지 않거나, 친권포기 결정은 확고하여도 감정적 조절이 안 될 경우, 
미혼모 자신의 의사는 분명하나 친생부를 만나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미혼모 자신이 기르고자 하나 시간의 여유를 두고 현실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경우 엄마와 아기가 같이 거주하며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때 입소 여성은 

145) 가출소녀들을 보호하는 「희망의집」에 입소한 소녀들 가운데 경우에 따라 임신한 
소녀들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희망의집」은 아직 출산 관련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
아, 임신한 소녀들은 출산을 위해 「구세군여자관」으로 보내졌다. 「구세군여자관」에
는 미혼모를 받아 주었고, 아기를 위한 보호시설도 있었다. 이후  미혼모를 시설로
서 일정기간 보호하고 출산 후 아이를 돌보면서 직업훈련도 받고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미혼모를 위한 독자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반애란은 출산 후 미혼모를 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 다. ‘기쁨이 넘
치는 집’이라는 뜻에서 집 이름을 「기쁨의집」(House of Joy)으로 이름 지었다. 「기
쁨의집」에 찾아오는 미혼모는 아기를 출산한 후 미혼모의 부모가 와서 아이와 함
께 데려간 적도 있었고, 때로는 사내아기인 경우 아기 아버지의 부모가 와서 손자
를 데려가기도 했다. 미혼모는 출산 이후 시설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통해 미용
업이나 의류공장에 취직해서 아이를 키웠고, 또 일부는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
었다(애란한가족네트워크 2016, 16-21). 

146) 중앙아동위원회(1975) 자료에 따르면 1973년 처음 미혼모 보호를 시작한 애란원
은 첫해에 38명, 다음해인 1974년 35명의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하 다(중앙아동위
원회, 1975: 37). 이러한 애란원 초기의 입소 인원수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
으로 예산을 조달해야하는 재정적 상황과 함께 시설 공간의 규모로 인해 많은 인
원이 미혼모 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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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모(旣婚母)일 수도 있었으며,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이며 정원은 엄마와 
아기를 각 5명씩 수용 가능하 다(장소  1976, 53-54). 그러나 1970년  후
반인 1979년을 전후하여 「소망의집」은 예산과 운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
쇄147)되었다. 

   ③ 마리아의집 설립과 운영

 미혼모 보호시설인 「마리아의집」은 천주교회 춘천교구가 1979년 3월에 설립
한 국내에서 서울 이외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미혼모시설이다. 1979년 설립 
이후 1981년 8월에 『아동복지법』상의 시설148)로 허가를 받은 이후, 이듬해인 
1982년 1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상의 부녀직업보도시설 「마리아부녀보호지
도소」로 시설허가를 변경하 다. 이후 1996년 시설 명칭을 『모자복지법』 상의 
모자보호시설 「마리아의집」으로 변경하 다(보건사회부, 1992: 38-39; 「마리
아의집」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 2019. 11. 23.). 마리아의집은 서울에서 근로
여성을 위한 기숙사로 운 되고 있는 「마리아 자매원」과 함께 로마에 본부를 
두고 한국에는 1966년에 들어온 「착한 목자 수녀회」가 한국의 요보호여성을 

147) 이로서 미혼생모가 양육을 고려하거나 결정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로서 드물게 운 된 「소망의집」을 끝으로 미혼모 보호시설로서 미혼모가 양육을 
할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시설은 본 연구의 5장에서 다루는 1988년과 1992년 시
기 다시 설립되기까지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 접어들었다.

148) 당시 『생활보호법』에 임산부에 한 해산보호 규정이 있어 임산부 보호기간은 
출산 전후 각 1개월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경우 보호받는 행위는 출산행위 그 자
체 고, 출산 이후 해산보호는 의료보호의 적용을 받았다. 그 이외에도 18세 미만
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동과 함께 그 모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분만‧출산이 끝나면 모(母)의 보호가 아닌 아
동의 권리에 부수적 형태로 보호자격을 얻게 되었다. 신 당시의 모자보호의 보다 
직접적 법적 근거는 『아동복리법』이었다. 아동복리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에 관
한 법이면서도 요보호 상으로 ‘요보호아동’과 ‘요보호임산부’를 함께 포함하고 있
었다(아동복리법 제2조). 그에 따라 아동복리시설에는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아시
설 및 육아시설 포함 아동복지시설), 장애아동 시설, 탁아시설 등과 함께 ‘조산시
설’, ‘모자보호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아동복리법 제3조). 이처럼 1989년 모자복
지법 제정 이전까지 모자보호 관련 시설은 아동복리법에 근거하여 운 되는 기형적
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황정미, 2001: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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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1983년「마리아의집」에 한 기사149)에서 이곳의 마리앤 수녀는 설립 이후 
1983년까지 3백20명의 미혼모가 머물며 아이를 낳았는데 “찾아오는 여성은 
18세부터 25세까지150)가 가장 많다고 전한다. 평균적으로 임신 5개월쯤 임신
이 눈에 뛸 때 들어오는 경우가 부분이며, 미혼모의 경우 “도립병원에서 분
만하는데 정상 분만을 못하면 제왕절개로 하고 비용은 정부가 줍니다. (…) 
「마리아의집」 운 비도 정부가 3분의 2를 주고 나머지는 국내외와 은인(恩
人)들의 도움을” 통해 운 되었다. 한편 마리아의집을 운 하며 가장 어렵고 
비극적인 일로 마리앤 수녀는 “분만 후 생모가 아이를 포기할 때예요. 아기 
아버지도 기를 능력이 없는데다가 저도 혼자서 기를 능력이나 형편이 못돼 좋
은 가정에 입양시키고자 합니다”라며 양육을 포기할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없
는 슬픈 광경이 벌어져요”라고 전했다. “어떤 미혼모는 분만 후 하루 만에 포
기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1주일이고, 드물기는 하지만 혼자 기르는 사람도 있
어요.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통념이 무섭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분 양육을 포기”하게 된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친생부가 나타나 화해하
고 “여성을 데려갈 때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며 가능하면 화해하도록 주

149) 자료: 1983. 5. 6. 동아일보 “민중(民衆) 속의 성직자(聖職者)들 <32> 미혼모(未
婚母)의 안식처 마리아의 집”

150) 1982년부터 4년간 「마리아의집」에서 아기를 낳은 미혼모를 위해 자신의 집에 
「어머니의집」을 마련해 30여명을 데려와 숙식을 함께하면서 기술을 가르치고 생활
자금을 줘 자립할 수 있도록 보살핀 공로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제
정 가톨릭 상 수상하게 된 이사행(60세, 서울 관악구 봉천동, 구암초등학교 교사) 
씨에 관한 기사는 1980년  초반 「마리아의집」을 찾는 미혼모에 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기사는 이사행 씨가 만난 미혼모 보호시설 마리아집을 거쳐 온 미
혼모들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미혼모라고는 하지만 흔히 생각하듯 
어른의 꾐에 빠진 어린 소녀는 한명 밖에 없었고, 고졸이상의 학력에 동성동본 등 
이루지 못할 사람에 빠져 곤경을 겪게 된 20~30  여성이 부분”이라고 전하며, 
“남편이 심한 의처증과 구타에 못 이겨 가출한 기혼모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의식
주 해결보다는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 다(동아일보 1985. 3. 15 “미혼모(未婚母)의 자상한 어머
니”). 이처럼 당시의 미혼모 보호시설을 직접 운 하거나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미혼모들에 하여 부정적인 편견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경험을 전하는 경우가 많
았으며,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부정적 시선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던 미혼모 인식과 
담론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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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한국기독교양자회의 미혼모 상담사업과 
국내입양 사업에 한 기사

선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출산한 아이가 아들이면 화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
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남아선호가 유달리 강한 한국적 현실을 전해주었다.

  (2) 미혼모 상담의 초기 형성 및 상담기관 확대 추이

151)

 「한국기독교양자회」(C.A.P.O.K: Christian Adoption Program of Korea, 
이하 기독교양자회)는 미국의 「세계기독교개혁선교회」(Christian Reformed 
World Relief Committee)의 한국 지부인 「한국기독교개혁선교회」(Christian 
Reformed Korean Mission)」의 지원으로 1962년에 설립되어 1975년까지 운

된 외원기관이다. 1975년 기독교양자회의 철수 이후 이전의 사업과 자산을 
인수한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양자회는 1960년  초
반,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랄프 텐 헤이브(Ralph Ten Have, 
이하 헤이브)가 입양사업을 위해 방문한 아시설에서 가족들이 포기한 아이
들이 많을 뿐 아니라, 사망률이 높은 것을 목격하고서 가족이 포기한 아이들

151) 자료: 동아일보 1970. 3. 17 “사생아 입양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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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부녀행정 내 미혼모 상담 및 
시설보호 사업 실적 (1961~1979)

을 한국 가족들에게 입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헤이
브의 국내 아시설 아동의 국내입양 사업 계획을 후원해 준 곳은 당시 미국
에서 해외지원 사업을 추진할 곳을 찾고 있던 세계기독교개혁선교회의 한국 
지부인 한국기독교개혁선교회 다. 기독교양자회는 외원기관으로서 국내의 정
부나 민간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 당시로서는 많은 사업비용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 다가 좌절하고만 국내입양 사업을 추진하 고, 초기 정착
이란 성과를 거두었다(홀트아동복지회 2005: 270-273). 국내입양을 진행할 아
동을 초기에는 아시설을 통해 찾아서 기독교양자회는 1968년부터 아동보호
시설의 아동뿐만 아니라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친생가족(주로 미혼모) 입양상
담을 통해 수용(受容)하기 시작하 다(허남순, 1973; 홀트아동복지회, 2005). 

연도

실적
부녀행정 미혼모 사업 실적, 1961~1979

1961~1965 1966~1970 1971~1975 1976~1979 합계
상담 실적 161 181 2,863 10,463 13,668
보호 실적 161 181 1,652 1,686 3,980

<표 38> 부녀행정 내 미혼모 상담 및 시설보호 사업 실적 (1961~1979)

152)

153)

 기독교양자회는 “상담을 통해 찾아오는 미혼모들의 정신적 압박감을 덜어
주는 동시에 때때로 전혀 의지할 곳 없는 미혼모들은 몇몇 시립병원에 입

152) 자료: 보건사회부, 1987: 124. 원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행정통계」 1961~1980년
153) 자료: <표 38>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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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의뢰,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역할을 하거나, “구세군여
자관 같은 곳에 거처를 알선해 줌으로써 아기와 미혼모의 새로운 장래설계
를 도와”주었다. “상담에서부터 그 아이를 입양시킬 때까지 평균 칠, 팔만
원의 경비가 들어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벅찬 실정”이며, 재정적 한계와 
정부의 사회정책적 지원이 부재로 인해 더 폭넓은 구호활동을 펴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154).
 국내가정으로의 입양은 해외입양과 마찬가지로 입양 전 아동보호 비용이 입양 

상 아동의 수용, 국내입양 가정 상담과 함께 주요한 사업비용을 필요로 하
는데, 해외입양의 경우 그 비용을 입양부모가 지불하는 해외입양 수수료로 충
당이 가능하 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입양수수료 개념이 없이 소액의 기부금 
정도를 받거나 무료로 진행된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이 전적으로 관련 비용
을 부담해야 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  후반과 1970년  초반부
터는 한국전쟁 직후와 1950년 에 주로 내한해 구호와 의료, 교육 등의 역
에서 국내 정부와 민간기구의 공백을 신해온 민간 해외원조 기관 및 단체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구호 필요와 절 빈곤이 감소함에 따라 그 지원을 축
소하거나 아예 국내에서 철수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기독교양자회를 지원하던 
미국의 세계기독교개혁선교회의 한국 지부 한국기독교개혁선교회도 1974년 국
내 사업을 정리하고 철수하게 되면서 기독교양자회는 1975년에 국내입양 사업 
및 미혼모상담 사업, 국내입양 사업을 도입하고 초기 정착시킨 성과를 거둔 뒤 
설립 14년 만에 국내 사업의 종료하 다155). 
 1970년  초반 정부는 해외입양기관이 상담사업을 통해 요보호아동 발생을 
줄이고, 입양을 통해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해외입양기

154) 동아일보 1972. 11. 21 “기독교양자회 상담부 統計(통계) 未婚母(미혼모)가 늘어
가고 있다”

155) 세계기독교개혁선교회 한국 지부인 한국기독교개혁선교회의 철수가 결정되자 
1974년 11월, 한국기독교개혁선교회는 토론을 거쳐 이전까지 기독교양자회 사업과 
함께 추진해 왔던 ‘이동의료전도반’과 ‘농촌사업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국내입
양사업을 담당하던 기독교양자회는 홀트아동복지회로 흡수‧합병시키는 안을 채택하

다. 이에 1975년 1월 8일 미국의 「홀트국제아동복지회」와 「세계기독교개혁선교
회」는 미국에서 협정을 통해 한국기독교개혁선교회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합해 기
독교양자회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 으며, 기독교양자회 국내입양 및 미혼모
상담 인력과 조직, 이전 상담기록, 자산을 모두 홀트아동복지회로 인계 및 기증하

다(홀트아동복지회 2005: 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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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미혼모상담 사업 도입을 요청하 다. 이는 정부가 1960년  중후반 기독
교양자회를 통하여 입양상담이라는 개념이 국내에도 도입 가능한 것을 확인하

을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기아 예방)를 위한 목적은 물론 시설아동의 감소 
및 입양을 통한 아동복지적 목적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을 확인하게 되
었기 때문이었다. 1972년과 1973년 이후 서서히 확 된 해외입양기관의 지역
사무소는 해외입양 감축 정책이 강화된 1970년  후반 급격히 확 되었고, 이
는 결국 미혼모 상담사업(사실상의 미혼생모와 기혼생모 모두를 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명칭상)의 전국적 확 로 이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부녀행정 내 
미혼모 보호시설의 수가 1970년  내내 일정 규모(연간 3백명에서 3백50명 
내외)로 유지된 반면, 미혼모 상담사업의 경우 1970년  초반(1971년~1975
년)에는 2천8백여 명에서 1970년  후반(1976년~19779년)에는 만4백여 명으
로 3.7배 이상 늘어난 상반된 추세로 이어졌다.

  (3) 기혼생모 대상 모자복지 정책의 공백

 모자복지는 1970년  초반까지 가족복지사업(family social work)으로 불렸
다. 이는 특별히 모(母)를 복지의 상으로 규정하기보다 어머니가 속한 가족
의 복지와 관련된 복지사업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가족 제도가 붕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가족복지적인 기능 수행이 가족제도 그 제체로 가
능했지만 8·15 해방과 한국전쟁 등의 격변을 통해 종래의 가족제도의 손상이 
벌어지면서 가족의 분열과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족복지 공
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외원기관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이들 요구호자에 한 
응급구호를 위한 시설지향적인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요구호자 가운데 가족 
단위의 요구호자가 경제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것은 “그때그때의 일시적 응급조치나 그들 자신들의 책임에 돌리고” 막 한 
물적, 재정적, 인적 자원을 시설사업에 먼저 투입하 다. 그리하여 1960년  
초반 정부는 종래의 사회복지시설 의존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한 재검토는 
곧 시설 신 거택구호 즉 가족복지를 위한 공적 부조 형성을 촉구하 다(보건
사회연감, 1972: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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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부녀복지에 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는 세미나에 한 기사

156)

 가족복지가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기 이전인 1958년에 민간 외원기관인 「카
나다 유니태리안 봉사회」에서 국내에 도입한 가족복지 사업은, 이어 1961년 
「기독교 세계봉사회」가, 1962년 구 「메노나이트 중앙재단」에서 기관 프로그
램으로 가족복지 서비스를 앞서 시작했다. 이어 외원단체인 기독교아동복리회
(Christian Children’s Fund), 양친회(Foster Parents Plan), 미국아동구호
연맹(Save the Children, USA), 카나다아동구호재단(Save the Children, 
Canada), 서전아동구호연맹(Save the Children, Sweden), 선명회(World 
Vision) 등의 기관에서도 가정을 가진 어린이 지원사업을 전개해 가족기능 강
화, 가족보호에 공헌해 왔다. 한편 가정복지와 생활보호 사업으로서 모자세  
특히 빈곤 모자세 와 세민 가정의 지원은 기아 발생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
이었다. 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자활정착 사업, 세민 구호, 외원자금에 의한 
거택구호(가정복지) 사업 등으로 생계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1970년  
초반 거택구호는 전체 지원 필요한 4만여 명 가운데 5퍼센트 수준인 2천명에
게 총액 2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보건사회연감, 1972: 72, 
85-86). 정부의 소수의 거택구호 지원 상자 이외의 경우 주요한 거택구호에 
있어서 (시설보호와 마찬가지로) 외원기관인 양친회, 기독교아동복리회, 서전
아동구호연맹, 연방아동구호재단(Save the Children), 카나다아동구호재단, 
펄벅재단(Pearl Buck Foundation)이 신 지원하 는데, 지원 금액에 있어서 

156) 자료: 경향신문 1971. 5. 12 “관심 밖으로 려난 부녀복지” 사진 설명 : 부녀복
지의 효과적인 방향 모색을 위해 열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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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수

연도

가구 수 비율 (%)

모자 
가구

요보호
모자가구

모자보호시설 
재소 모(母)

모자가구 
비 요보호 
모자가구

요보호 모자가구 
비 모자보호시설 

재소 모(母) 
1974 606,955 64,766 824 10.7 1.3
1976 646,918 53,694 839 8.3 1.6
1978 681,789 56,588 811 8.3 1.4
1979 679,219 55,695 776 8.2 1.4

<표 39> 빈곤 모자가정 비율과 모자보호시설 입소 추이 (1974년, 76년, 78년, 79년)

<그림 49> 모자가정 지원과 모자보호시설 
부족에 한 기사 

앞선 여섯 단체가 순서 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한국 정부의 거택구호 지원액
(국고에서 2분의 1, 지방정부에서 2분의 1씩 부담)은 그 다음인 일곱 번째에 
해당하 다(보건사회연감, 1972: 85-86). 

157)

 당시 모자보호시설은 관련 법률이 아동복리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어머니에 
한 보호로서가 아니라, 아동인 자녀의 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어머니를 

함께 보호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러한 자녀를 가진 어머니 가운데 어려운 모
자가정에 한 보호와 지원에 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체 국민을 상
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거택구호 사업이 있었지만, 전체 가구의 10퍼
센트에 달하는 모자가정과 그 가운데 10퍼센트의 빈곤모자가정에 한 지원은 
임의적으로 지원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뿐 사실상의 모자가정의 자립에 도움
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158)

157) 자료: 해당연도 보건사회연보 “모자보호시설 수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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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연도

모자보호시설 
시설수

모자보호시설

연간 입소 인원 연말 재소 인원 연말 재소 모
1955 62 226 6,831 2,006
1959 67 1,148 7,780 2,134
1963 45 2,162 4,821 1,348
1966 36 1,547 3,891 1,086
1969 32 1,180 3,237 694
1972 35 1,276 3,591 775
1975 34 1,093 3,782 834
1978 34 1,206 3,564 811
1979 35 761 3,388 776

<표 40> 모자보호시설 시설수와 재소 및 입소 추이 (1955년~1979년 시기)

 위 <그림 49>는 1971년 3월 경향신문에 보도된 당시의 모자가정의 어려움과 
이들을 지원하는 모자보호시설이 세한 규모로 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점
차 지원마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호하면서 이들 시설에 한 
지원에 앞서 모자가정에 한 자활(自活)과 이를 위한 직업알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의 모자가정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므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지원의 필요에 한 인식이 
부재하 다.

159)

 위 <표 40>과 아래 <그림 50>은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79년까지의 
모자보호시설 시설수와 입소 인원(자녀 포함)과 모자보호시설 시설수와 연말 
재소 인원과 재소 모의 수 증감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1950년  후반까지 늘어난 모자보호시설은 1959년 67개소로 늘어난 이후, 
1960년과 61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1960년  중반인 1966년에는 
36개소로, 1969년에는 32개소로 10년 동안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
한 모자보호시설의 감소는 모자보호시설 입소 인원과 재소 인원의 감소로 이
어지면서 사실상 빈곤한 모자가정의 경우 시설보호가 사실상 더욱 축소되는 

158) 자료: 경향신문 1971. 3. 24 “자활의 터전부터”
159) 자료: 보건사회연보 해당연도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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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모자보호시설 시설수와 연간 재소 및 
입소인원 추이 (1955년~1979년)

상황으로 이어졌다.

160)

 모자가구 수는 1970년  후반 68만 가구에 달하 는데, 그 가운데 8퍼센트
인 5만6천여 가구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요보호 모자가구 다. 그러나 당시
의 사회적 보호로서 일반 모자가정에 한 생활보호법 상의 공적 부조 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분의 요보호 모자가구도 다른 모
자가구와 마찬가지로 자활을 요구받았으며, 극히 어려운 상황의 모자가구의 
경우 모자보호시설에 일시적으로 입소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한 
입소 모자가구는 전체 모자 가구의 1.5퍼센트 정도로 낮았다. 

160) 자료: <표 40>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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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경계적 모성으로서의 미혼모 인식과 해외입양 선망

 1. 해외입양 친생모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경계적 모성으로서 미혼모 

  (1) 미혼모 증가에 대한 우려와 비난

 언론 기사를 통해 당시의 한국 사회가 해외입양 친생모는 누구이며, 왜 친생
모가 되는지, 사회적 아동보호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아간 해외입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핀다. 1960년  중반까지 친생모가 미군과의 관계에서 
혼혈자녀를 낳은 기지촌 여성으로 인식되던 것과 달리, 1960년  후반부터 친
생모는 한국계(비혼혈) 아동을 낳았지만 기를 수 없는 처지의 미혼모와의 동
일시되기 시작했다. 친생모 인식과 재현에서 주목할 점은 실제 당시의 친생모
를 상으로 미혼모 상담사업이 확 되는 양상과 관련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재현되는 친생모는 많은 경우 어린 10  미혼생모만 부각되었다. 
 해외입양 친생모가 모두 미혼생모 던 것도 아니고, 모든 미혼생모가 친생모
가 된 것은 아니지만, 1970년 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에서 친생모는 점차 
미혼모로 정형화되기 시작한다. 그러한 인식을 강화시킨 것은 1960년  후반 
최초로 국내의 미혼모 상담을 도입한 기독교양자회 이후, 1972년부터 1974년
에 걸쳐 동시에 미혼모 상담 사업을 도입한 당시의 해외입양기관의 상담창구
를 찾는 미혼과 기혼의 친생모가 늘어났고, 이러한 미혼모 증가에 해 언론
의 보도가 1970년 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70년  초반의 미혼모의 증가와 관련된 기사는 경향신문 1973년 10월 3
일 “늘어나는 미혼모”로 처음 보도되는데, 기사는 기독교양자회와 서울중부시
립병원 박경애 산부인과 과장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미혼모 증
가 통계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 “기독교양자회에 찾아온 14세에서 55세까지
의 미혼모가 1970년 3백84명, 1971년 5백50명, 1972년 6백93명으로 늘어나
는 가운데 10  미혼모가 약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10  미혼모들
의 직업은 가정부(26퍼센트), 여직공(24퍼센트), 무직(10퍼센트) 순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접 부(8퍼센트), 사무원(7퍼센트), 학생(4퍼센트) 등이었다고 전했
다. 특히 미혼의 산모들은 남의 눈이 두려워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어 임신
에 따른 산전관리를 받지 못해 51퍼센트가 빈혈상태에 있으며, 13퍼센트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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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미혼모 증가와 10  미혼모의 
산부인과적 문제에 한 기사

신중독증을 겪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들 10  미혼모의 98퍼센트가 피임방법
을 알지 못하 으며, 90퍼센트가 임신 36주가 지나서 병원을 찾고 있다고 지
적하 다.

161)

 1973년부터 75년까지 언론 기사를 통해 미혼모 증가에 한 기사가 본격적
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기독교양자회 통계발표를 인용한 1975년 1월 17일 
경향신문 기사“미혼모 늘어만 간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의 
‘미혼모’는 실질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미혼모와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한 이후 이혼・사별  등으로 유배우 상태에 있지 않은 기혼모에 
의한 입양상담을 구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은 기사에서 1970년  중반의 
‘미혼모 상담’창구를 찾은 미혼모에 한 통계에 한 기사 내용이다.  

한국기독교양자회는 73년 12월부터 74년 11월까지 1년 동안 상
담한 미혼모들의 실태와 양자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혼모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가 
점차 어려지고 있고, 과부와 이혼녀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상

방 남자도 기혼남자가 많아지고 있어 자녀들의 도덕교육은 물

161) 자료: 경향신문 1973. 10. 3 “늘어나는 미혼모” 사진 설명: 신생아실의 아기들. 
10  미혼모에서 태어난 아기가 늘고 있다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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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성인들의 바른 윤리관이 크게 요청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국기독교양자회에 문제를 안고 찾아온 사람의 수를 보면 73년에
는 총 6백87명이던 것이 74년에 7백24명으로 불어났다. (…) 이
들의 임신 당시 주거지는 자기 집이 28%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
출한 상태인데 남자와 동거중이거나 친척집, 하숙, 가정부, 기숙
사, 자취, 친구 집 등으로 되어 있어 가출이 젊은 여성들을 탈선
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할 때까
지의 교제기간은 1~2년이 가장 많지만 한 달 미만이 20명, 1주 
미만도 1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도덕의 문란함을 여실히 밝혀
주고 있다. 이 여성들이 남자와 헤어진 동기는 기혼자이기 때문
이 37%로 가장 많은데 본처와 이혼하겠다고 유혹한 후 임신하자 
도망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혼남성들의 무책임한 윤리관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하 생략).(경향신문, 1975. 1. 17 “미혼
모 늘어만 간다”).(강조는 인용자)

 1970년  한국 사회에서는 미혼모 상담을 찾는 해외입양 친생모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찾아오는 친생모는 위 기사에 “우리나라의 미혼모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가 점차 어려지고 있고, 과부와 이혼녀의 수
가 늘어나고 있으며”라고 보도된 것처럼 ‘미혼모’의 범주에 과부[사별여성_연
구자 첨]와 이혼녀[이혼여성_연구자 첨]와 같은 기혼생모까지 포함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기독교양자회의 ‘미혼모 상담’이 미혼모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양을 상담하는 이혼, 사별, 기혼 여성들의 상담도 
진행하 고, 이들 기혼여성에 한 입양상담 또한 입양상담 미혼모수의 집계
에 별도의 구분 없이 함께 포함시켰다162). 

162) 기혼생모와 미혼생모, 기혼생모 가운데 (초혼에 유배우 상태인) 기혼 생모와 무
배우(이혼・사별・별거・가출) 기혼생모의 구분은 해외입양기관 입양상담 통계에서 
혼용되어 미혼모로 통칭되었다. 그로인해 엄 한 의미의 소수의 미혼모 수 집계를 
위한 통계를 제외한 부분의 미혼모 통계는 실제는 모든 입양상담 친생모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많은 관련 통계가 많은 수의 미혼모가 집계되었을 뿐
만 아니라, 기혼생모에 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후 친생모 관련 통계에서 당시 관행적으로 쓰인 용어인 ‘입양상담 미혼모 통
계’를 실제적 의미인 ‘입양상담 친생모 통계’로 바꾸어 지칭할 것이며, 동시에 ‘입
양상담 미혼모 통계’는 기혼생모를 제외한 미혼생모의 입양상담 통계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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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미혼모 상담기관을 찾는 미혼과 이혼의 여성 증가에 한 기사

163)

 동아일보는 1974년 1월 “날로 늘어나는 10  미혼모”라는 기사를 통해 미혼
모와 10  미혼모의 증가에 한 문제를 지적하 다. 기사는 기독교양자회 상
담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973년 한 해 동안 한국기독교양자회(서울 마
포區(구) 합정洞(동) 382) 미혼모상담부를 거쳐 간 여성 3백48명 가운데 21%
에 해당하는 74명이 10 고, 홀트양자회를 찾아온 4백69명 중 38.7%가 10

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최근 일이 년 동안 미혼모 상
담기관이 다섯 곳으로 늘어났는데도 양자회 한 곳을 찾는 내담자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만큼 미혼모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실감한다”고 보도하

다. 1975년 8월 중앙일보는 “미혼모 급증…3년 동안 배로”라는 기사를 통
해 홀트아동복지회 조사를 인용해 미혼모 증가의 원인을 ‘자녀교육에 한 부
모의 무관심’, ‘성도덕의 문란’, ‘연소근로여성들의 나쁜 환경’, ‘올바른 성교육
의 결여’ 등을 꼽으면서,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사후 책과 병
행과 함께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 다. 기사는 당시 
3개 해외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와 미혼
모 보호시설인 구세군여자관, 애란원 포함 다섯 곳의 미혼모 상담기관 및 보
호시설의 자료를 취합한 것이라고 밝히며, 수치에 미혼모 상담사업을 실시하
고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기관으로 십자군연맹(현 동방사회복지회)을 언급하면
서 이들 주요 시설의 미혼모 수가 “1972년 1천명, 1973년 1천63명, 1974년 
1천7백47명 그리고 1975년 6월말 기준 1천2백32명”이라고 보도하 다.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163) 자료: 경향신문 1975. 1. 17 “미혼모 늘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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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미혼모 증가와 10  미혼모의 증가에 한 우려를 전하는 기사

이들 기관들은 우선 미혼모의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기에 해서는 엄마 자신이 기
르기를 원한다면 장래에 한 계획을, 그리고 아기를 기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적당히 양부모의 알선을 주선해준다. 그러나 
분상담소를 찾는 미혼모들의 처지는 친권포기, 즉 아기를 남
에게 주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전 임신에 한 사회의 
질시가 두렵고, 혼자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다가 마지막 단
계에야 상담기관을 찾기 때문이다. 이들 미혼모의 나이를 보
면 20-24세가 55%로 가장 많고, 25-29세가 21%, 그러나 
14-19세의 10대 소녀들도 16%나 된다.(중앙일보 1975. 8. 19 
“미혼모 급증… 3년 동안 배로”).(강조는 연구자). 

 아래 <그림 53>은 미혼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10  미혼모가 ‘성(性)지식 부
족’ 속에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의 표제어와 그림이다. 

164)

 그림은 당시의 성적 1970년  중반 미혼모의 발생이 “도시화・근 화・산업
화에 따른 긴 했던 가족체제의 파괴와 가정교육의 미비,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 및 집단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성교육의 결여와 성지식의 부족”
하며, “성개방 풍조만연”에 따라 “성도덕의 문란”이 이어지면서 미혼모 발생

164) 자료: (왼쪽 위) 동아일보 1974. 1. 19 “날로 늘어나는 10  미혼모” (왼쪽 아
래) 경향신문 1976. 2. 3 “미혼모백서” (오른쪽) 매일경제신문 1974. 5. 31 “10  
미혼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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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1976년 2월 경향신문의 “미혼모 백서”로 
보도된 기사는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생모와 기혼생모 포함) 친생모(친권포기
자) 연령별 비율이 최저 연령이 13세, 최고연령이 45세로 범위가 넓으며, 그 
가운데 14세에서 29세 사이가 90퍼센트 이상으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6퍼센트가 10 라고 인용해 보도하 다. 상 적으로 10 의 미혼모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전체의 16퍼센트로 절 적 비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미혼모가 전 연령에서 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  중반 계속되는 미혼모의 증가는 관련된 해외입양기관의 통계를 통
해 그 양상이 사회적 현상으로 명확히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그러한 양상이 발
생하는 원인과 더 나아가 어떠한 응이 필요한지에 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
과 가정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미혼모 증가에 한 기사는 10  미혼모와 여공
인 미혼모에 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이는 전형적으로 (사실상의 비율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친생모가 10 의 미혼모이며, 그들은 여공이거나 가출
한 10 로 인식되었고, 친생모가 되는 이유는 올바른 성지식과 성교육의 부재, 
성도덕의 문란, 연소근로자의 나쁜 환경, 가출 상태에서 남자의 꼬임에 넘어가
는 등의 이유로 원치 않게 임신을 하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아래 인용 사설에 나타난 것처럼 1970년  미혼모의 증가는 미혼모 자신의 
문제인 동시에 점차 증가하는 해외입양 아동을 증가시켰으며, 성도덕의 타락 
속에 ‘한때의 불장난’으로 비극의 씨앗을 잉태해 ‘천륜을 저버린’ 미혼모가 증
가하면서 해외입양될 고아를 낳았다고 미혼모가 가져온 사회적 문제를 연결해 
제시하고 있다.

 몇일 전 열네 젖아기의 가냘픈 목숨을 일시에 앗아간 해외입양위
탁소인 ‘천사의집’ 화재참사는 가슴이 아프다기에 앞서 우리로 하
여금 용서받을 수 없는 보다 큰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한다. 목숨을 
앗긴 이들 갓난 젖먹이들은 세상에 울음을 터뜨린 지 불과 보름 또
는 달포밖에 되지 않는 핏덩어리 다고 한다. (…) 목숨을 잃은 갓
난아기들은 하나같이 미혼모 소생이었다. 한때의 불장난으로 잉태
한 비극의 씨앗이었다. 아기를 기꺼이 받아줄 사람도 그렇다고 자
기가 키울 능력도 갖고 있지 못했다. 결국 갓난아기에게 모성(母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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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천륜(天倫)을 저버린 채 고아(孤兒)라는 쓰라린 이름을 쓰
라린 이름을 운명지어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미혼모는 바로 급진적
인 공업화의 물결이 몰고 온 또 하나의 달갑지 않은 부산물(副産
物)이라고 한다. 주로 마산, 울산, 인천, 영등포 등 새로 형성된 공
업단지에서 미혼모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농촌에서 부모 곁을 떠나 외지에 와서 여공생활(女工生活)을 
하다보면 유혹과 탈선의 기회가 많을 것은 □하다. 더욱이 스물 안
팎의 민감한 사춘기의 나이인데다 부모의 눈도 어른들의 간섭도 안 
받게 되다보면 자칫 유혹의 불장난에 빠져들기가 쉽다. 그것은 70
년 이후 미혼모(未婚母)에 의한 고아(孤兒)의 수가 해마다 놀라운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증이 된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미혼모의 연령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 
한마디로 성(性)모럴의 타락이 이같은 사회적 병폐를 가져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하 생략).(동아일보 1975. 3. 15 “횡설수설”)(강
조는 인용자) 

 1970년  미혼모의 재현의 주요한 특징은 크게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증가의 원인으로는 사회변화 속의 성도덕의 변화와 성적 문란・타락이 
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같은 성도덕과 성개방 논의는 연령에 따른 기준으로
는 상 적으로 10 와 20  초반의 미혼모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혼인
유무에 따른 기준으로는 미혼여성과 관련성이 높았다. 즉 친생모로서 30 의 
기혼여성(특히 유배우 기혼 여성의 경우)은 당시의 주된 미혼모 접근방식이었
던 성적 문란이라기보다 빈곤이나 사회적 보호의 공백 등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그 결과 많은 경우 친생모는 곧 미혼모로서 입양을 선택한 미혼생
모와 동일시되었으며, 기혼생모는 개별적 사례로서가 아닌 집단으로서는 친생모 
재현에 있어서 사실상 비가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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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해외입양기관에 입양상담을 의뢰하는 기혼생모의 
증가에 한 기사

165)

 이 시기 해외입양에서 차지하는 미혼생모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었지
만, 위 <그림 54>에 보도 표제어 “기혼자 자녀양육포기 입양늘어”와 같이 적
지 않은 기혼생모가 자녀를 입양 보내었으며, 그 비율은 이 시기 전체 해외입
양기관 입양상담 친생모의 약 25~35퍼센트로 전체 입양상담의 3분의 1에 해
당하는 적지 않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미혼생모뿐 아니라 기혼생모 입양상담
이나 친생모로의 재현은 극히 적었다. 이런 추세는 친생모와 미혼모(더 정확
히는 미혼생모)를 동일시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입양상담과 미혼모 
상담, 미혼모 입양상담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혼재되어 사용되었던 점도 
향을 주었다. 즉, 많은 경우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은 명칭상 ‘미혼모상담’
이었으며, 미혼모의 다양한 상황(임신, 거주, 양육과 입양 등에 관한)에 한 
상담이라기보다 입양상담이었고, 그 상으로는 미혼모뿐 아니라 다수의 기혼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에 한 공식적 명칭은 미혼모상담(혹은 미혼부
모상당)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많은 경우 친생모는 미혼모로 
정형화되어 갔고, 그 가운데 기혼생모와 친생부에 해 언급하는 기사는 소수

165) 자료: (좌측 문구 및 우측 사진) 매일경제신문 1976. 2. 13 “자녀양육 이상없나” 
사진 설명: 최근 기혼부부들이 자녀에 한 친권을 포기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측 아래 문구) 경향신문 
1978. 2. 7 “연령・학력 높아진 미혼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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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에 머물렀다.
 해외입양 친생모에 한 미혼친생모와의 동일시는 30퍼센트가 넘는 당시의 
기혼친생모와 그 가정에 한 지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
고, 사회적으로 미혼생모에 한 편견과 모성비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
았지만, 이 시기 기혼생모들의 어려움은 제도적,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았
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는 미혼생모에 한 직접적 비난
과 다른 기혼생모에 한 인식의 부재라는 다른 상반된 문제를 초래하 다.

  (2) 양육과 입양의 경계에 선 미혼모

 해외입양 친생모로서 정형화된 미혼모의 재현에서 주목할 점은 미혼생모와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미혼생모가 어떻게 재현되는가, 더 정확히는 미혼생모
는 자신의 자녀와 모자관계를 형성한 존재로 재현되는가 혹은 그렇지 않고 아
이와 분리된 존재로 재현되는지이다. 그런 면에서 1970년  후반까지의 시기
에는 미혼모는 신문보도에 등장하면서 아이양육을 걱정하거나, 아이를 안고서 
앞으로 아이와 자신의 앞날을 고민 속에 상담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아이와 미혼모가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도 아직 완전히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기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계적 상황’에 있는 모성으로
서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55>는 기독교양자회에서 운 한 ‘미혼부모상담부’를 찾아온 미혼
모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 미혼모의 증가 추세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
을 보도한 기사(경향신문 1973. 3. 30 “늘어나는 미혼엄마, 아기양육이 큰 문
제”)에 실린 사진이다. 기사는 미혼부모상담을 통해 어머니가 기를 것을 포기
한 아기들을 국내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사업을 담당했던 기독교양자회 상담사
를 통해 “외국의 미혼모는 50% 가량만이 아기양육을 포기하고 절반은 자기가 
기르는 실정인데, 한국 미혼모들은 90% 이상이 아기의 양육을 책임지지 못하
고 내놓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담을 온 미혼모들은 
부분 임신중절을 쉽게 할 수 없어 출산을 하지만 주위의 시선과 경제적 어려
움 등으로 ‘자기가 낳은 아기를 기르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서 상담소를 
찾는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즉 미혼모는 외국에 비해 양육의 비율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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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한국기독교양자회의 미혼부모상담부를 찾아 
상담을 받는 미혼모의 모습

자신이 기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서 ‘기르지 못하고’ 입양
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166)

 아래 <그림 56>은 1974년과 1976년 신문 기사에 실린 미혼모 상담기관을 
찾아와 상담을 받는 미혼모에 한 보도 사진이다. 두 사진 속에서 미혼모는 
똑같이 아이를 안고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사진 속에서 미혼모는 자신과 아
이의 불안정한 상황만큼이나 예상하기 힘든 앞으로의 두 사람의 앞날에 하
여 상담을 받고 있는 듯 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림 56>의 왼쪽 사진은 사
진이 실린 기사의 내용상 10  미혼모를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
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빠지게”될 수 있다면서 이들의 불안정한 상황에 
해 설명하면서, 이들의 증가 추세나 연령, 교육수준 등을 소개하면서 예방을 
위한 방안을 보도하고 있다. 다음 <그림 56>의 오른쪽 사진은 1976년 당시의 
다양한 직업에 해 소개하는 「이런 직업」이라는 연속보도의 하나로 ‘사회사
업가’를 소개하는 기사에 실린 사진이다. 1976년 당시 사회사업이란 “인류복
지를 위한 일로 불우한 개인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회사업가는 “상담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맡고 
있는 이들”이라면서 이들은 “홀트아동복지회, 십자군연맹(현 동방사회복지회_

166) 자료: 경향신문 1973. 3. 30 “늘어나는 미혼엄마, 아기양육이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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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미혼모 상담기관에서 아이를 안고 상담 중인 미혼모의 재현

연구자 첨), 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의 자선단체 외에 각 시립・도
립 아동상담소, 소년원 등”에 소속되어 주로 미혼모 상담, 불우아동 선도, 불
우여성 보호사업, 장애아 교육, 버려진 아이의 국내외입양 등의 일을 담당하
고 있다고 소개하 다.

167)

 기사는 사회사업 관련 일 가운데 입양에 관해 “우선 미혼모와 상담, 기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아이를 맡는다. 일 년에 버려지는 아이는 6천여 명, 일단 맡
은 아이들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원하는 가정에 위탁된다. 양
자회[기독교양자회_연구자 첨]에서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 옷과 우유, 약간의 
수고비를 지불하는데 사회사업가는 수시로 위탁가정을 방문해 어린 아이의 건
강과 발육상태를 기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나타났을 때 
먼저 면접을 통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인가를 알아본 다음 보고서와 사
진을 보여 결정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사업가의 소개 속에 
미혼모는 상담을 통해 기를 수 있는지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
고 있다. 즉, 사회사업가는 전문적인 판단과 경험을 통하여 미혼모를 상담하고 
이들의 양육과 입양(기를 수 있는지, 없는지)을 판단하고 이후 입양에 이르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소개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진 속에 재현된 미혼모의 
사정을 경청하는 모습 속에서 사회사업가의 앞에 앉아 있는 미혼모는 자신의 

167) (왼쪽) 동아일보 1974. 1. 19 “날로 늘어나는 10  비혼모“ 사진 설명: 최근 미
혼모증가추세에 따라 상담기관도 늘어났다. (오른쪽) 동아일보 1976. 4. 13 “이런 
직업(11) 사회사업가” 사진 설명: 미혼모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회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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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말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진 속 재현
과 기사의 내용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미혼모 상담기관을 찾아온 미혼모들이 재현되는 모습은 아이와의 관
계가 불안정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모자(母子)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핀 “늘어나는 미혼엄마, 아기 양육이 큰 
문제”라는 제목을 통해 미혼모의 증가를 보도한 기사(경향신문 1973. 3. 30)
를 통해서도 모자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 고
민하는 모습으로 주로 재현된다고 할 수 있다168). 

 2. 해외입양에 대한 선망과 문제점의 간과

  (1) ‘잘사는 나라’의 ‘행복한 가정’을 향한 선망

   ① 비혼혈 아동으로 전환된 해외입양아동

 1966년 5월 6일 동아일보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설립자 부부인 해리 홀트
(Harry Holt, 1904~1964)와 버다 홀트(Bertha Holt, 1904~2000) 가운데 버
다 홀트가 미국 정부 선정 ‘훌륭한 어머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하 다. 

169)

168) 앞서 살펴볼 4장과 5장의 해외입양 친생모에 한 사회적 인식과 재현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점은 비록 자기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생모, 특히 
미혼생모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와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이다. 그
런 점에서 3장에서 살핀 1979년 이전의 친생모로서 미혼생모들은 사진 속에서 재
현될 때 많은 경우 자신의 자녀(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미혼생모의 어머니로서의 인정이 최소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후 4장
과 5장에서도 재현 속의 미혼생모와 자녀의 관계에 한 양상을 주목하여 살피고
자 한다.

169) 자료: (왼쪽) 동아일보 1966. 5. 6 “미(美) 훌륭한 어머니로 홀트여사 지명, 한국
고아 3천여 명 입양” 사진 설명 : 미국의 「훌륭한 어머니」 홀트여사 (중간) 동아일
보 1970. 4. 15 “미국에 5천 번째 입양, 원(元)양, 홀트여사 따라 이한(離韓)” 사진 
설명 : 입양아를 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홀트여사 (오른쪽) 동아일보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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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홀트아동복지회 버다 홀트 여사와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입양에 
한 기사

 기사는 1966년 5월 4일에 발표된 수상에 한 기사를 통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한국아동 3천5백명의 해외로의 입양을 한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다고 전
한다. 이후 4년 뒤인 1970년 4월 15일 동아일보는 한국 해외입양기관의 명
사라고 할 수 있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설립 16년 만에 5천 번째 해외입양으로 
주선한 소식을 보도했다. 1950년  중반 당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국가간
입양이 법적 근거가 없이 임시적 난민 아동의 입양으로 시작된 이후 1960년  
제도화를 거치고 난 이후 본격적인 해외입양의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12년간의 
3천5백명으로 연평균 2백90여명의 입양이 1960년  후반 4년 만에 천5백명의 
증가(연평균 3백70여 명)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홀트 여사는 
한국계 여아인 원(元)양을 안고 미국의 입양가정으로 떠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전하면서 이제는 어린 한국계 아이의 입양이 본격화되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다시 2년 뒤인 1972년 12월 19일 동아일보는 다시 홀트아동복지회
의 9천여 명의 입양 소식을 전하면서 2년 만에 4천여 명이 증가(연평균, 2천
명)한 것과 홀트 여사가 자신이 한국에서 입양한 두 딸과 함께 내한한 소식을 
보도한다.
 1960년  이후 한국계 아동의 입양이 증가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한국
인의 인식, 특히 자녀를 입양보내기로 결정하는 친생가족・친생부모에게 해외
입양이 어떤 것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기에 점차 
한국의 언론 보도 속에는 외국 가정으로 입양된 한국아동의 모습과 근황에 

12. 19 “고아의 어머니 홀트여사 내한, 구천여 명 입양, 한국인은 우수” 사진 설명 
: 한국출신의 두 양녀와 함께 고아들을 찾아온 홀트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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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국내 아동보호시설을 통한 해외입양에 
한 기사

한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한다. 

170)

 1967년 동아일보는 한국에 기술고문으로 와있던 쿨트 샤우브(42세, 스위스 
로슈 제약 기술고문, 이하 샤우브 박사)박사와 샤우브 여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 다(동아일보 1967. 11. 1 “한국고아 두 딸 양녀 삼은 샤 박사(博士) 
부부”). 기사는 결혼한 지 16년 동안 자녀를 두지 못하던 샤우브 박사 내외가 
한국 제약회사에 기술 고문으로 세 번째 방문길에 샤우브 여사와 함께 내한하
여 일산의 「홀트고아원」에서 김문선양(2세)을 그리고 「서울시립아동병원」에서 
이소옥양(4세)을 양딸로 맞아 양연(養緣)을 맺게 되었다고 전했다. 샤우브 박
사는 스위스 로슈 제약 회사의 기술고문으로서 로슈 제약과 기술제휴 중인 한
국의 종근당 제약의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 1961년과 1963년에 이어 세 번째 
내한한 것인데, 두 딸을 양녀로 맞아 앞으로 한국에 더 자주 나와 작은 힘이
나마 이바지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기사는 보도하 다.
 본 장에서 다루는 시기의 초반에 해당하는 1967년의 해외입양 사례로 보도
된 스위스 출신의 샤우브 박사의 사례는 아직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본국(입양
국)에서 자녀를 선정하고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직접 찾아와서 아동복
지시설로서 일산의 홀트고아원에서 4세의 여아를 입양하고, 아시설의 한 유
형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들의 일시보호소 역할과 아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시립아동병원171)을 방문하여 2세의 여아를 입양하여 출국

170) 자료: 동아일보 1967. 11. 1 “한국고아 두 딸 양녀 삼은 샤 박사(博士) 부부” 사
진설명 : 한국에 와서 맞은 양딸을 안고 즐거워하는 샤우브 박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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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1960년  후반과 1970년  초반이 되면 직접 한국을 내한하여 입
양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해외입양기관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아동을 입양이 가능하도록 알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다. 다음 두 기사는 미국으로 각각 입양된 한국 여아의 근황을 소개하는 기사
인데, 두 기사 모두 미국의 입양가족이 한국에서 온 양녀를 미국에서 맞이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해외입양가정 속 입양아동과 모국 방문 해외입양인 재현

 이 시기에 한국 해외입양은 입양부모가 국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외입
양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통해 한국 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

 중반 이전의 선교사나 미군, 또는 한국을 직접 방문한 외국인들이 국내의 
아동복리시설이나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던 양상에서 외국의 가
정으로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해외입양 제도
와 절차상의 변화는 해외입양의 재현에 있어서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양
부모에 한 보도에서 점차 외국의 가정에 도착한 한국 입양아동의 재현으로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다음 두 사진은 미국의 일간지에 보도된 한국 출신 
입양아동에 한 근황을 소개한 사진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1973년 1
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것이다. 먼저 왼쪽 사진은 “양부모와 함께 활

171)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헌릉로)로 이전하 지만, 1978년까지 종로구 사
직동에 위치해 있었다. 1948년 종로구 사직동의 경성산부인과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수하여 보건병원으로 발족한 서울시립아동병원(이하 서울아동병원)은 1966년 1월 
시립 아원을 통합하여 보육병원으로 개원하고, 1969년 4월에 시립아동병원으로 
개칭하 다. 1978년 5월 종로구 사직동에서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하 다. 특히 
1966년 서울 시립 아원을 통합한 이후에는 기아로 발생하는 서울 시내의 아를 
수용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 던 곳으로 이곳을 거쳐 서울 시내의 아시설이
나 육아시설로 전원(轉園)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해
외입양기관과 국내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아의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찾았던 기
관이었다.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이 확 되면서 유기되어 기아로 발견되는 아동
의 수가 줄어들면서 상 적으로 입소 및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이후
에는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변화하 다(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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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한국 여아의 근황에 한 
기사

짝 웃고 있는 또렷한 우리 소녀의 모습을 담은 커다란 사진은 많은 고아가 미
국에 왔으나 그 뒷 소식을 몰라 궁금해 하던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주는 것”
이라고 설명하면서, 입양 후 “처음에는 장(長)양이 잠을 잘 때 전등을 끄면 침

에서 일어나 앉아 두 손을 내 고 마구 울었답니다. 그러나 몇 주일이 지나 
애가 아침에 잠을 깨면 언제나 우리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이제는 
울지 않는 답니다”라는 입양부모의 말과 함께 이제는 다른 딸과 조금도 어색
함 없이 친형제같이 다정하게 잘 지낸다는 안부를 전했다. 다음 오른쪽 사진
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아로 발견된 후 1주일 만에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제
니 양(3세)에게 양부모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장난감을 선물로 전해주는 모습
이 미국 AP(Associated Press)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다.

172)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이 본격화된 1970년  이후 미국의 아동학계에서는 당
시로서는 드물게 이루어진 국가간입양을 통해 입양된 한국 아동이 미국 내의 
아동과 어떠한 아동발달에서의 차이를 보이는지, 혹은 보이지 않는지를 연구
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도한 1976년 2월 17일 경향신문

172) 자료: (왼쪽) 동아일보 1973. 1. 11 “미국서 보금자리 찾은 두 한국고아, 필라델
피아의 한 신문에 소개된 행복한 근황” 사진 설명 : 「나거니」씨의 가족이 되어 행
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말자 양 (오른쪽) 동아일보 1975. 12. 26 “양부모 품에 
안긴 한국입양아” 사진 설명 : 1주일 전 성남시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기아로 발
견된 한국의 입양아 제니 양(3)을 24일 「뉴우요오크」에서 인도받은 미 펜실베이니
아 주 노리스타운의 양부모 로널드 존스씨 부부가 크리스마스날 자택에서 제니양에
게 장난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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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컬럼비아 학과 뉴욕주립 학 공동연구팀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미국가정
으로 입양된 한국 입양아동들의 지능지수가 미국 어린이들의 평균치보다 월등
하게 높게 나타난 사실을 보도하면서, 연구팀은 “미국에 입양한 한국 양자들
이 학교성적 지능지수가 높았다”면서 이는 “2세 이전의 양상태가 두뇌의 발
육을 좌우한다는 종래의 학설을 뒤엎고 2세 이후에도 두뇌가 발육할 수 있다”
는 새로운 학설을 함께 조사결과를 보도하 다. 특히 한국에서 양상태가 나
빴던 것으로 조사된 아동이 속한 연구 군(群)이 IQ와 학교성적이 미국 아동의 
평균치 이상인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한국 아동의 지능이 미국 아동 평균은 
물론 과거의 한국 입양아동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러한 보도는 미국 가정에서의 생활이 한국 아동의 발달에 충분히 좋은 환
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미국 아동을 뛰어넘을 정
도로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로 미국과 해외로 입양될 
경우 자녀의 생활에 하여 기 와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던 당시의 한국사
회와 친생가족의 우려를 줄여주는 연구결과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70년  중반 박정희 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어 해외입양인 모국 방
문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976년 6월과 7월 경향신문은 성인이 되어 한국
을 처음 방문하는 해외입양인에 한 기사를 전했다. 1975년 6월 14일 경향
신문은 혼혈 해외입양인으로 구성된 모국방문단의 입국 소식을 보도했다. 
 6.25(한국전쟁)가 발발한지 25년 되는 해에 전쟁의 포성 속에서 고통 받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이지만, 이제는 전쟁의 부
산물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씻고 양부모의 나라에서 어엿하게 자라나 밝은 내
일을 약속받게 되었으며, 미국에서의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의 나라를 잊지 않
고 지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혼혈입양인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모국의 
눈부신 발전상과 최근 심각해진 안보 상황에 있다면서 “어머니 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근 화된 모습, 고층빌딩이 들어선 서울거리에 놀랐다”면서 “이렇
게 피와 땀으로 이룩한 조국을 전쟁으로 다시 잃어서야 되겠는가, 만약 전쟁
이 난다면 우리 혼혈아들도 어머니 나라를 위해 힘껏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
어 있다”고 보도했다. 혼혈해외입양인의 모국방문이 있은 다음달인 1976년 7
월 1일 경향신문은 홀트양자회[홀트아동복지회_연구자 첨]의 초청으로 10년에
서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입양인들의 인터뷰를 전하며 “그동안 꿈속에서만 
그려오던 어머니 나라를 찾아오니 마치 어머니의 숨결을 듣는 것 같다”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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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성년 해외입양인의 모국방문 행사에 한 기사

물을 글썽이기도 했다면서 12일 간의 일정을 통해 한국 가정에서의 민박과 
자신들이 입양되기 전에 자랐던 고아원을 둘러보고, 경주, 부산, 울산, 포항 
등지를 둘러보며 모국의 참모습을 공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73)

 1970년  중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25년이 넘어서며 초기의 해외입양인
은 어느 것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한다. 아직 개
별적 방문이 아닌 한국 정부의 해외입양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
한 것이었지만, 해외입양을 보낸 뒤 소식을 접하기 힘들었던 한국사회로서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지냈고, 한국에 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방문 해외입양인의 모습 속에서 한국 사회는 
1975년까지 3만명이 넘는 해외입양인의 삶에 한 그간의 기 를 확인하고, 
또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우려와 걱정을 달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해외입양의 한편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
하는 해외입양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어서는 여기서 살펴본 해외입
양에 한 기 의 이면에서 공존했던 해외입양 관련 사고에 해 살펴볼 것이
다174).

173) 자료: (왼쪽) 경향신문 1976. 6. 14 “6.25는 살아있다 (3) 포성(砲聲) 속에서 태
어난 슬픔 씻고 성년의 환향(還鄕)” 사진 설명 : 성인이 되어 모국을 찾은 혼혈아. 
「우리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업기를 바란다」는 이들은 조국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
오겠다고. (오른쪽) 경향신문 1976. 7. 1 “6・25고아들 어엿한 성년(成年)되어 모국
(母國)에” 사진 설명 : 해외의 양부모들에 입양돼 그 동안 어엿한 성년으로 자란 
6・25 동란의 고아, 혼혈아들이 꿈에 그리던 모국을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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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고(事故) 사례에 대한 개별화와 제도적 공백의 지속

   ① 국내 입양절차와 관련된 사고 사례

 1970년  언론 보도에는 유괴된 자녀나 미아로 잃어버린 자녀가 해외로 입
양되기 직전에 찾는 경우 혹은 해외로 입양된 이후 입양사실을 알게 된 부모
의 사연이 이어졌다. 표적인 사례가 1974년 가정부로 있던 소녀가 10개월 
된 딸을 유괴한 뒤 2년 만에 유괴한 가정부를 찾았지만 딸(이 임양, 이하 
임양)은 벌써 캐나다로 입양된 경우 다. 
 부산의 한 가정에서 가정부로 있던 19세의 여성이 아이를 유괴한 직후 경북 
김천의 길가에 버렸고, 이후 발견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되던 중 4개월 
동안 김천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가 다시 아동복지시설로 돌아왔고, 이후 
캐나다로 입양되었던 것이다. 딸을 잃고 년 간 전국을 찾던 임양의 부모는 
경찰을 통해 고아 아닌 고아로 캐나다로 입양된 사실을 듣게 된 것이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임양의 부모는 딸을 되찾고자 했지만, 법률상 이미 캐
나다인이 되어 있어 찾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경찰의 설명에 슬픔에 잠겨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입양을 주선했던 한사회복지회 측은 법적으로
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양부모가 승낙할 경우 가능한 일이므로 잃어버린 혈

174) 해외입양에 한 기 와 해외입양 사고(事故)는 이분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이 공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외입양에 한 한
국 사회의 기 가 없었다면 해외입양이 그렇게 많은 아동의 입양으로 이어지지 못
했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많은 입양이 진행되는 동안 해외입양 관련 사고는 특별
한 응과 예방책에 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해외입양의 증가에 따른 관련 사고를 살펴볼 볼 연구자의 초점은 개별적 입양아동
의 입양 후 사고의 발생 자체의 유형과 함께 그러한 사고에 하여 어떠한 제도적 
문제제기와 응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한 사후 변화로 이어졌는지 여부
이다. 사실상 입양국과 송출국의 관계에서 송출국이 입양국에 해 어떠한 문제제
기와 시정을 요청하지 못하고 국가는 물론 친생모・친생가족이 불평등한 관계가 지
속된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송출국과 입양국 사이, 입양부모와 친
생부모 사이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현재의 국가간입양 제도 속에서
는 인식이 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살피는 1990년  초반까지는 한국의 입장에
서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에 한 응이 어려웠음을 고려하되, 그에 한 기록과 
당시의 실제 상황들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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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유괴 후 해외입양되거나 해외입양 직전 상봉한 
사례에 한 기사 

육을 찾는 부모의 심정을 양부모에게 전달하는 서신을 보낼 것을 임양의 부
모에게 약속하 다175).

176)

 임양 사례는 유괴된 자녀가 외국으로 입양된 이후 해당국가의 주정부의 적
극적 개입으로 입양부모를 설득함으로써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해외입양 후에
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다. 한편 임양과 비
슷하게 유괴된 아들을 찾아 전국을 찾아 헤매던 부부가 유괴범을 잡았고, 외
국가정으로 입양을 위해 출국 직전에 유괴 78일 만에 찾았다는 사연이 보도
되었다177). 기사에 따르면 구에 사는 부부가 외아들 김종윤군(4세, 이하 종

175) 이후 임양이 유괴된 상태로 입양된 것임을 알게 된 캐나다의 입양부모는 캐나
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정부 아동복지과장 밸내프씨의 설득 끝에 친부모에게 임
양을 돌려주겠다고 승낙을 받고 이를 캐나다 밴쿠버 주재 한국 사관에 통고하
다. 양부모는 임양의 유괴 사실을 전달 받았지만, 이후 임양이 한국에서 유괴
된 것이 틀림없다는 점과 친부모가 임양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경우 임양
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1975. 1. 8 “ 임양 돌아온다”). 그리고 
임양을 유괴한 유괴범에게는 부산지법에서 미성년자약취, 특정범죄에 관한 가중처
벌법을 적용,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구형 단기 5년 장기 10년)이 선고되었다(경
향신문 1975. 1. 31 “ 임양 유괴범에 장기 7년을 선고”), 실제로 임양은 입양부
모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여 1975년 9월 8일에 곧 한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통보
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경향신문 “카나다 인력청 통보, 임양 곧 엄마 품에”
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로서 임양의 부모는 유괴 4년 만에 딸 되찾게 
되었다. 

176) 자료: (왼쪽) 경향신문 1974. 11. 15 “ 임양 되찾을 수 있을까” 사진 설명 : (위 
사진) 임양 어머니 송정숙씨 (아래 사진) 카나다로 떠나기 전 육아원에서의 임
양 (오른쪽) 경향신문 1975. 5. 3 “입양출국 직전 목멘 상봉” 사진 설명: 유괴된 
지 78일 만에 극적을 다시 엄마 품에 안긴 종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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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실종되거나 유괴된 이후 부모를 찾을 수 있음에도 
입양된 사례에 한 기사

윤군)을 데리고 충남 논산의 친척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역에서 차를 
갈아타던 중에 30 의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아기가 귀엽다며 접근해 
친절을 베푼 뒤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애만 보면 귀엽다”면서 옷을 한 벌 사 
입히겠다고 잠시 데려간 것을 믿고 기다리던 부부는 그 남자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이후 부부는 전은 물론 전국을 정처 없이 떠돌며 
공사판에서 노동일을 해가며 가능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과 터미널에서 자
며 유괴범을 찾아다녔다. 결국 2달 반을 전국을 돌아다닌 뒤 서 전역에서 아
들을 유괴했던 남자를 발견하여 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에서 범행을 털어놓
은 남성은 전에서 종윤군을 유괴한 이후 서울 용산구의 한 가게에 맡긴 후 
달아났으며, 아이를 맡았던 가게 주인에 의해 경찰에 맡겨진 후 서울시립아동
병원을 거쳐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외국가정으로 입적 및 입양수속을 끝마친 
상태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이로서 출국 전에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은 종윤군의 부모는 외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아래의 기사는 1975년 10월 6일 동아일보는 실종된 어린이의 스웨덴 입양소
식을 보도하는 기사이다178). 

179)

177) 경향신문 1975. 5. 3 “입양출국 직전 목멘 상봉”
178) 동아일보 1975. 10. 6 “실종 8개월 된 어린이 스웨덴 입양 밝혀져”
179) (왼쪽) 동아일보 1975. 10. 6 “실종 8개월 된 어린이 스웨덴 입양 밝혀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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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위 <그림 62>의 왼쪽 기사)는 1974년 6월 구의 공장에서 일하던 한 
부부의 외아들 김탁운군(5세, 이하 탁운군)이 아버지가 잠시 일을 보러 나간 
사이 공장 숙소에서 나가 실종되었으며, 이후 부모는 인근의 고아원을 모두 
찾았지만 탁운군을 찾을 수 없자 인근을 수소문하여 비슷한 아이가 구 성당
파출소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인근주민의 말을 듣고 7월과 8월에 걸쳐 매일 
파출소에 들러 아들을 찾아줄 것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자 경상북도 경찰청
에 이를 진정하여 확인 결과 6월 19일자 일지(日誌)에 “ 구 성당파출소에서 
19일 하오 1시 상고머리에 흰셔어츠 푸른색 고무신 차림의 4세가량 남자어린
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록을 확인하 다. 이후 경북 경찰청은 해당 
파출소에 수사를 지시했으나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결국 탁운군의 부모는 1974년 12월 구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후 검
찰의 조사 끝에 탁운군은 실종 8개월만인 1975년 2월 스웨덴에 입양된 사실
을 알게 된다. 그리고 탁운군의 입양을 알선한 한사회복지회의 기록에 따르
면 발견 당시 다른 이름을 부여받았고, 출생지와 부모는 미상으로 되어 있었
다고 전했다.
 다음은 아가 아닌 9세의 아동이 유괴된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사례에 한 
기사(위 <그림 62>의 오른쪽 기사)의 내용이다. 1979년 5월 16일 동아일보는 
경북 경산의 농가의 4남매 중의 장녀 정미화양(당시 9세, 이하 미화양)이 이
웃에 사는 고물상 종업원인 한 남자를 잘 따르던 미화양을 찾아와 잠시 데리
고 구경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실종신고를 하

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간 뒤에도 별 소식이 없자 미화양의 부모는 8세 
때 사진을 복사해 사진을 들고 관내 지서 및 파출소에 돌리고 소식을 기다렸
지만 경찰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이후 부모는 직접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 전
국에 수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멱살을 잡히어 쫓겨나고 만다. 부모
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치안본부를 찾아가 몽타주를 전하지만 별다른 소식
이 없다. 그러던 중 범인이 구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을 범인의 친구로부터 
듣게 된 부모는 두 차례 면회를 통해 범인이 미화양을 부산 남포동 길가에 떼

설명 : 아버지를 따라나섰다가 집을 잃은 경남 거창 남하면 무동리 김순옥씨(28세, 
노동)의 외아들 탁운군(5세)이 실종 8개월 만에 스웨덴에 입양된 사실이 뒤늦게 밝
혀졌다. (오른쪽) 동아일보 1979. 5. 16 “안타까운 부정(父情) 유괴된 딸 추적 1년3
개월, 어른 무성의(無誠意)로 이미 미국입양” 사진 설명 : 당국과 어른들의 잘못으
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미국으로 간 미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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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부모의 해외입양 동의가 없거나 결정을 
번복한 사례에 한 기사

놓았다는 자백을 받고 부산으로 가 탐문한 끝에 남포동 파출소에서 부산시여
성회관으로 이송된 이후 다시 부산시 사회과로 넘겨졌으며, 부산시 사회과는 
미화양을 남광임시보호소에 수용한 이후 동방아동복지회를 통해 실종 1년 10
일 만인 1979년 2월 미국의 가정으로 입양보냈다. 주목할 점은 해외입양을 
알선한 동방아동복지회의 기록에는 미화양이 진술한 부모, 형제의 이름과 나
이, 그리고 집주소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부모에게 돌려보내거나 
부모의 입양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해외로 입양한 점이었다180).
 앞서 살펴본 경우가 유괴에 의해 부모와 헤어진 아동이 부모가 모르는 상태
로 해외로 입양된 것이라면 다음 <그림 63>의 두 사례는 부모가 반 하 거
나 부모가 우선 입양을 동의한 이후에 입양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해외입양 
사례를 소개한 기사이다.

181)

180)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부모와 주소를 알았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입양
을 진행하여 미국으로 입양한 것에 하여 입양기관에 항의하 지만, 입양기관 직
원은 “내 돈을 들여 부모 찾아줄 의무가 없으니 고발할테면 하라”고 답하 다며 
미화양의 부모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입양된 미화양에 한 입양을 항의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에도 오히려 호통을 듣게 되었다고 분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동아
일보 1979. 5. 16 “안타까운 부정(父情) 유괴된 딸 추적 1년3개월 어른 무성의(無
誠意)로 이미 미국입양”).

181) 자료: (왼쪽) 동아일보 1966. 12. 2 “내 딸을 돌려 달라” (오른쪽) 경향신문 
1975. 10. 25 “해외입양길 두 자녀 되돌려 줄 수 없는지” 사진 설명 : 미국으로 
떠나는 정숙양과 「딸을 도둑맞았다」고 눈물 짓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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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1966년 보도된 “내 딸을 돌려 달라”(동아일보, 1966. 12. 2)라는 기사
에 소개된 가난한 아버지의 동의 없는 일방적 입양 사례에 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965년 12월 경기도 양주군에 사는 이수길씨(이하 이씨)의 둘째딸 
이정숙양(당시 6세, 이하 정숙양)이 동네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다 다리를 부
러뜨리게 된다. 이후 가난한 살림에 이를 치료하지 못한 정숙양의 사정을 안
타까워 한 한 외국인에 의해 인근 미군 제7사단 의무실에 입원해 군의관 콜베
트 위의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치료 이후 콜베트 위는 정숙양을 돌려
주지 않고 1년간을 기른 다음 정숙양을 부모 없는 고아로 입양절차를 밟아 미
국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소식을 이씨는 듣게 된다. 이씨는 서울시 경찰청으
로, 법원으로 찾아다녔지만 모두들 “취급해 보지 않은 일이라 다른 곳에 가보
라”는 답만을 듣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 채 정숙양이 출
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으로 달려간다. 공항에서 이씨는 미국으로 딸을 데
려가는 콜베트 위 부부를 붙잡고 “내 딸을 돌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씨
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부부는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정숙양의 손을 이끌어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한다. 이씨는 출국관리담당자에게
도 호소하고 애원했으나 “일단 수속을 마친 뒤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씨는 “인권 옹호 협회라도 찾아가 꼭 딸을 찾고야 말겠
다”며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비행기를 바라보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또 다른 기사(위 <그림 63>의 오른쪽 기사)는 경향신문 기사(1975. 10. 25 
“해외입양길 두 자녀 되돌려 줄 수 없는지”)를 통해 서울 서 문구의 이삼수
씨(37세, 이하 이씨)가 신문사를 통하여 자신이 두 아들을 해외입양기관에 맡
겼지만 두 아들의 출국일자가 결정되자 안절부절 못하며 입양 의사를 번복하
고자 했으나, 그동안 해외입양기관이 관련한 경비로 지출한 15만원을 입양기
관에 물게 되면 두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돈을 마련할 길
이 없자 급한 마음에 신문사에 요청을 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줄 독지가가 
나선다면 평생을 두고 은혜를 갚겠다”면서 호소를 하 다는 것이다. 이씨는 
부인과 맏아들을 잇달아 사별하고 실의에 빠져 남은 두 아들을 해외입양기관
에 맡겼지만, 막상 출국을 앞두자 이를 번복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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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입양이동과 입양국에서의 한국 해외입양아동 관련 보도

 1960년  후반부터 해외입양이 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는 물론 외
국에서도 해외입양 아동과 관련된 사고와 문제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는 상 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혹은 부정적 측면을 감수하
고라도 해외입양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측면에 가려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1970년 에 접어들면서 국내, 국외,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공항과 비행기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 다. 이
러한 양상을 1979년 경향신문은 해외입양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문제점과 집
단 해외입양에 한 정부의 금지 방침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 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우리나라 고아들의 집단적인 단체 해외입양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런 문제가 성장되어가는 
한국의 인상을 흐려놓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고아의 집
단 해외입양을 일체 금지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이러한 방침이 구체화되기까지에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이루 형언
할 수 없는 입양고아들의 문제가 쌓이고 쌓였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 처음에 우리는 전쟁고아들을 홀트국제아동복지회나 기
타 외국 사회복지기관에서 맡아 해외입양을 알선해 주는 것에 
해 인도적인 입장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 입양기관의 공(功)이 음으로 양으로 적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
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말이 쉽지 난 지 몇 달 안 되는 유아에
서부터 10여세 되는 소년소녀에 이르기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구라
파 각국에까지 보호자를 선정해서 무사하게 보내는 작업은 실제로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 과거 입양된 어린이들 중에는 좋은 
양부모를 만난 아이들도 많다. 교육도 제 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가 학교 성적도 우수해서 심지어는 미국의 교육심리학자들
이 한국인의 우수성에 놀랐다는 소식도 간간이 들려왔다. (…) 그
러나 이렇게 밝고 좋은 긍정적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나 벨기에 같은 데서는 10여 명씩 집단으로 호송된 아이들 중에서 
오누이가 서로 딴 양부모에게 따로 끌려가는 일 때문에 울며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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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그 모습은 마치 인신매매로 끌려가는 노예같이 보였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입양된 남매가 양부모
의 학대로 법정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수난을 겪었다고도 한다. 심
지어 어떤 양부모는 너무 학 를 해서 그것을 보다 못한 그 아이
들이 다니던 학교가 양부모로부터 그 아이들을 뺏어가기까지 했다
고도 한다. 이상하게도 최근에 와서는 해외입양아 학대사건이 증
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 해
외입양은 한국의 인상만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인도적으로도 그
대로 방관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이하 생략).(경향신문 1979. 6. 
22 “고아 해외입양의 문제성”).(강조는 연구자)

 위의 인용기사는 1979년 당시 해외입양이 ‘오랜 동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문제가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이며, 그 긍정적인 측면과 인도주의적 성격을 결
코 부정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과 한국의 외적 인
상에 미치는 향이나 증가하는 해외입양 과정과 입양 이후의 불미스런 사고
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또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해외입양은 이전에 없었던 해외입양 아동의 증가를 공항과 비행기에서 목격
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다. 1969년 7월 30일 경향신문은 국내 
항공사가 “미국의 양부모와 결연을 하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혼혈아, 고아 등
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 다는 발표182)를 보도하 으며, 또한 
경향신문은 1970년 11월 25일, 프랑스로 입양되는 한국 아동 10명이 빨랫줄
로 손을 묶인 채로 외국 항공사인 노스웨스트 항공(North West Airline)의 
비행기에 올라 프랑스로 간 사건을 보도하 다. 이는 부인과 함께 이들 어린
이를 인솔해 간 존 T. 길버트(45세, 이하 인솔자)가 프랑스로 입양될 아이들
을 데려가면서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끝낸 뒤에는 계류장 안에서 짐을 실어 
나르는 짐차에 실려 비행기 트랩 밑까지 옮겨”서 데려갔다고 전한 기사는 이 
광경을 본 “ 부분이 외국인인 1백여 명의 비행기 탑승객은 이 광경에 어리둥
절했고 ‘어린이를 저렇게 다룰 수 있느냐’고 서글퍼”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솔
자는 이동 중의 문제에 한 질문에 해 “어린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묶은 것”이라고 답하 다고 보도183)하 다. 

182) 자료: 경향신문 1969. 7. 30 “혼혈·고아 설움 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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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해외입양 증가와 공항 및 비행기 내에서의 풍경과 
인솔 사고에 한 기사

 해외입양을 일반인은 접할 기회가 적지만 예외적으로 입양되는 아이를 직접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국제선 공항과 비행기 안이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
든 1970년 에 접어들면서 공항에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헤어지지 않으려
하며 발버둥치는 모습이나 비행기 안에서 엄마와 아빠를 찾으며 울거나, 또는 
갓난아기들이 우는 모습과 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해외입양을 접하게 되
는 경우가 많았다.

184)

 위 <그림 64>는 1974년 경향신문에 기고문의 형식으로 기고한 작가 이어령
(李御寜)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서북항공기(Northwest Airlines) 탑승에서 
만난 해외입양인의 기억을 글로 전하면서, 공항출입 기자의 말을 인용하며 
“몇 년 동안 공항출입을 하지만 아직도 저 관경에 해서만은 익숙해질 수 없
지요”라며 세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발버둥을 치며 엄마를 부르며 비행기에 오
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미국으로 입양되어 가는 아이들이 떠나기 싫어서 
보채는 것을 보면 늘 보는 것인데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공항기자의 경험
을 전한다. 그리고 같은 비행기에 오른 그 세 살 아이는 기내(機內)에서도 계

183) 자료: 경향신문 1970. 11. 25 “홀트회 주선 입양출국 고아 10명 ‘인솔 편리하
게…’ 2명씩 빨랫줄로 묶어”  

184) 자료: (왼쪽) 경향신문 1970. 11. 25 “2명씩 빨랫줄로 묶어” (가운데) 경향신문 
1974. 1. 10 “서양에서 본 동양의 아침(2) 서장(序章) 서북항공기 속의 고아” (오른
쪽) 경향신문 1979. 6. 19 “정부・여당, 고아 단체 해외입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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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울면서 “엄마야! 엄마야! 빨리 와 나 데리고 가!”라고 10분 동안을 목이 
쉬도록 울고도 아무런 답이 없자, 다음에는 “아빠야! 아빠야! 나 데리고 
가!”라고, 다음으론 “언니야 빨리와 언니야!”라고 부르지만 점점 아이는 희망
을 잃어가고 결국 누구도 부르지 않고 그냥 흐느끼는 오열만이 이어졌다고 이
어령은 비행기에서 만난 아이에 한 기억을 전했다.
 이러한 공항과 비행기에서의 풍경 가운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금지해갔던 방
식이 단체 해외입양으로 경향신문 “정부・여당 고아 단체 해외입양 금지”(경
향신문 1979. 6. 19)라는 기사는 여당인 공화당이 해외입양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 끝에 단체 입양을 금하기로 했으며, 개별입양일 경우에도 1회에 3명 
이상을 초과 입양시킬 수 없도록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나
라 아동의 집단 해외입양으로 외적 국가 인상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단체입양을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해외입양을 단계적으
로 줄이고 국내입양을 확 하기로 했으며, 보사부는 단체입양을 일체 금하고 
개별입양의 경우도 입양부모가 한국에 직접 와서 아동을 데리고 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항공기 1회에 최  3명 이상의 해외
입양아동을 태울 경우 해외입양에 한 국내외의 인식에 나쁜 향을 줄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입양부모가 한국에 직접 와서 아동을 데리고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한국 해외입양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친생모와 자녀의 이산(離散)일뿐
만 아니라, 친생부와 자매, 형제, 남매나 친척과 같은 혈육은 물론 한국사회와 
문화, 언어, 역사와 해외입양인의 단절이기도 하 다. 이는 (입양특례법 상의) 
국내입양이 친생가족과의 분리이거나, 민법상 입양된 아동(소위 양자)은 경우
에는 친생부모와의 친권 상의 단절 이외에는 변화가 적었다는 점에서 세 형태
의 입양이 갖는 커다란 차이 다. 다음에 살펴볼 사례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으로서 입양국 사회나 입양가족 상황 속에 놓인 해외입양아동이 겪었을 문화
적 차이와 간극 속에서 겪었을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해외입양
된 이후의 아동의 경험은 당시의 입양국 관련 연구나 입양부모가 우려한 바
으나, 체로는 입양국 사회와 가정에 잘 적응하여 아동발달 상에 큰 어려움
은 없다는 일반적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한 보편성에 가려졌지만 정도의 
차이를 두고 해외입양아동이 적응은 물론 이후에도 출생국 한국과 입양국 사
이, 그리고 친생가족과 입양가족 사이에서 국가간・인종간입양인으로서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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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유럽의 두 나라로 각각 입양된 한국 자매의 상봉 소식에 한 기사

성의 형성이라는 과제가 초기의 해외입양 증가 시기부터, 출생국과 친생부모
뿐 아니라 부모가 아닌 자매, 형제, 남매와 한국인, 한국사회와의 분리라는 문
제와 함께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1977년 동아일보는 스위스로 입양된 언니 유경양(당시 7세)과 네덜란드로 입
양된 동생 은정양(당시 5세)이 입양부모의 주선으로 프랑스 파리에서의 만남
을 보도하 다(동아일보 1977. 3. 5 “두 나라에 입양한 고아 자매 이역(異域)
서 「뜨거운 포옹」”).

185)

 기사에 따르면, 일곱 살 난 언니 유경양이 다섯 살이었던 1975년에 스위스 
로잔에 거주하는 ‘코르테’ 부인에게 입양되어 왔으며, 이후 늘 우울한 표정으
로 잠이 들었다가 놀라며 깨기도 하는 것을 보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유경양
이 엄마의 가슴에 안겨 젖을 만져야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
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부터 종이만 주면 언제나 어떤 여성의 얼굴과 

185) 자료: 동아일보 1977. 3. 5 “두 나라에 입양한 고아 자매 이역(異域)서 「뜨거운 
포옹」” 사진 설명 : 프랑스(佛) 「금침상(金針賞)」 받은 「포옹의 순간」 사진. 외국에
서 4년 만에 다시 만난 유경양(왼쪽)과 은정양이 서로 껴안고 있다. 이 감격적인 
사진은 프랑스의 권위있는 「금침상(金針賞)」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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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업힌 작은 여자아이를 그렸던 유경양은 입양 후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기억을 더듬으며 그림의 뜻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경양의 어머니는 
유경양이 네 살 때 세상을 떠났으며, 어느 날 유경양이 두 살 된 동생 은정양
을 업고 시장에 간다고 아버지를 따라나섰다가 길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길에서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유경양의 기억 속에서 남자 어
른이 사진을 찍은 후 동생을 차에 태워갔는데 그것이 자매의 이별이었던 것이
다. 이후 유경양은 네 번 정도의 보호단계를 거쳐 1975년 1월 스위스의 코르
테 부인에게 입양되었다. 유경양의 이야기를 들은 코르테 부인은 입양기관을 
통해 한국에 연락을 취하여 유경양의 동생 은정양이 1976년 8월 네덜란드 암
스테르담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코르테 부인은 은정
양의 입양부모에게 자매를 만나게 해줄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고, 은정양
의 입양부모가 이에 동의하면서 자매는 1973년에 헤어진 이후 4년 만에 프랑
스 파리 드골 공항에서 만나게 된다. 
 위 <그림 65>의 사진은 자매의 상봉 장면을 담은 것인데, 사진에 담긴 모습
에 한 설명으로 자매의 상봉을 위해 노력한 「엘르(ELLE)」의 카메라 앞에서 
첫 만남의 순간에는 기억이 아련한 동생 은정양의 표정이 덤덤한 듯했으나 곧 
벅찬 포옹을 했다고 한다고 전한다. 상봉 전날 코르테부인에게 유경양은 “동
생을 몰라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이후 유경양은 네덜란드의 은정양의 입양부모에게 “이제 
생각해보니 은정이는 껌을 못 씹으니 주의하세요. 은정이는 그것을 삼켜요”라
며 옛 기억을 떠올려 편지를 썼고, 이제 자매는 다시 만났고 사는 나라는 떨
어져 있지만 이제는 헤어진 것은 아니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1974년 12월 조선일보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교포 윤복재 
씨의 제보로 스위스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한국입양아동 정남군(5세) 사건을 
보도하 다. 기사에 따르면 스위스의 제도적 절차에 따라 입양부모의 집에 가
기 전 3주 가량을 외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지내면서 검사를 받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절차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제네바 공립병원 3층에 입원 
중이던 정남군은 12월 20일 오후 3시 외출복으로 단정히 갈아입고 입양부모
가 사준 장난감 말과 자동차를 담은 가방을 목에 걸고는 발코니에 나가 난간
을 붙잡고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다. 큰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온 신부에 의해 
발견된 정남군은 다행히 장난감만 박살이 났으며, 병실로 옮겨졌고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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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스위스에서 발생한 5세 해외입양 아동의 투신 
사건에 한 기사

을 위해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한국 간호사를 데려오자 정남군은 그 간호사에
게 “엄마”라고 불렀고, 어떤 다른 도움도 음식도 거부했다고 한다.

186)

 기사는 다섯 살 입양아동의 투신은 스위스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왔으며, 스
위스가 정한 국가간입양의 조건으로서 2세에서 6세까지의 연령 규정 어머니와
의 분리가 힘든 시기의 입양이 되는 것일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사회 환경, 
생활환경, 사람의 색깔도 머리빛도, 눈빛도 다르고, 말도 식사도 잠자리도 급
변하는 데서 오는 쇼크는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 벅찬 것일 수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또한 함께 왔던 친구들도 뿔뿔이 흩어져 화도 안통하고 낯선 의
사들만 있는 곳에서의 탈출을 시도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면서 스위스 언론에
서 한국입양아를 통해 아이들로 입양된 또 다른 형제인 여섯 살과 세 살 난 
형제의 모습을 함께 전하면서 스위스 사회가 이 아이들을 입양하고서 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정남군 사건과 함께 스위스에 
알려진 형제의 여섯 살 난 형은 “한국을 떠날 때 우리 엄마가 울면서 동생 곁
을 떠나지 말고 잘 돌보라”했기 때문에 형은 스위스에 온 다음 주야로 아우를 
업고 어떤 갑섭도, 타이름도, 위안도 거부하자 식사도 따로 주어야 했으며, 형

186) 자료: 조선일보 1974. 12. 29 “해외입양 다섯 살 한국 고아, 스위스서 투신 소
동” 사진 설명 : 인정이 그리워 투신한 정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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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외로우면 맞붙들고 슬피 울곤 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1967년부터 시작되
어 1972년부터 급증한 스위스의 국가간입양은 1974년까지 총 천2백명의 입양
아동 중 절반인 6백여 명이 한국입양아동이었다고 전하면서, 기사를 제보한 
윤복재 씨는 한국아동의 일련의 사고를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음의 
세 가지 제안을 당부했다. 

첫째, 한국의 남성이나 여성들은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 부디 불
행의 씨를 지상에 뿌리지 말 것. 둘째, 한국의 부유층이 조국의 불
행한 어린이들을 수용・구원함으로써 낯선 구미(歐美)에까지 흩어 
어린 맘에 자살을 맘먹게 하는 인간적 ・민족적 비극을 지역적으
로 확대시키지 말 것. 셋째, 정부는 폭넓은 사회후생시설을 제도화
하여 한국 어린이 때문에 세계의 휴머니즘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
도록 해줄 것.(조선일보 1974. 12. 29 “해외입양 다섯 살 한국 고
아, 스위스서 투신 소동”).(강조는 연구자)

 1972년 경향신문은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아동의 사망사건을 통해 기존의 해
외입양 실태와 추이, 사후관리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 1972. 9. 20 “해외양자 알선 좀 더 세심하게”). 기사는 미국 뉴욕 
주(州)의 한 입양가정에서 입양한 한국 여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
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그동안의 한국 해외입양이 “수많은 
전쟁고아의 발생과 외국국인의 주둔으로 인한 혼혈아의 출생”이 불가피하게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후 1957년에 4백85명, 1958년에는 9백22명으로 피크에 
달했던 것은 “전쟁의 참화와 미군들의 무절제한 행동의 결과인 고아와 혼혈아
를 우선 구해놓고 보자는 성급한 마음에 미리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구해놓지 
않고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갔으나” 이러한 리입양(proxy adotion) 방식이 
미국 사회사업가들의 반 로 중단되고, 이후 입양가정의 사전조사와 선정을 
조건으로 국가간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전조사 방식으로 
전환 이후 1960년  초반에 줄어들던 해외입양은 정부가 입양알선기관(이하 
해외입양기관)의 정식 허가를 통해 사업추진 기관을 제한하면서 이후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1960년  후반부터는 성도덕의 문란, 기형, 불구
아의 기아가 늘어나 매년 5천여 명의 기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입양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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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해외입양 사후관리의 공백을 보여주는 해외입양아동 
사망 사건에 한 기사

아는 천5백명에 불과하여 해외입양이 민족적 긍지를 떨어뜨리는 것인 줄 알면
서도 어린이들을 고아원에서 보다는 가정에서 기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외국인의 요구가 있다는 점 등으로 오늘도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
하 다. 
 기사는 이번과 같은 살인 사건은 “해외입양사에 처음 있는 일이며, 사실이 
아니길 바랄 정도로 입양아들은 좋은 환경에서 귀여움을 받고 자라고 있다”고 
스웨덴과 미국의 입양가정을 돌아보고 온 탁연택 한사회복지회 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입양아동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
계 기관이 입양 이전과 이후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입양될 가정
에 한 가정 조사를 철저히 할 것과 입양 이후 관리를 위해서는 입양 후 6개
월 동안 후견인의 권한을 우리 측에서 갖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
련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입양 이후 6개월 동안은 입양
아동의 적응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입양아동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87)

 1979년 5월 28일 동아일보는 미국 UP(United Press)통신을 인용해 입양된 
한국 여아인 딸을 다량의 베이킹 소다를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프리
실다 필립스(33세)’에게 유죄가 평결되었다는 소식을 단신으로 전하 다. 이러

187) 자료: (왼쪽) 경향신문 1972. 9. 20 “해외양자 알선 좀 더 세심하게” (오른쪽) 동
아일보 1979. 5. 28 “한국입양녀를 독살 미(美)여인에 유죄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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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해외입양 이후 시민권 취득 상의 문제점과 사후관리의 공백을 
드러낸 파양 소녀에 관한 기사

한 입양아동 사망사건은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이 해외로 입양한 한국아동에 하여 입양 이후에 어떻게 적
응하고 있는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에 있었다는 점과 제도적으로 최소 6개월가량의 후견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해외입양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
하면서 해외입양 추진 과정과 이후의 아동의 상황에 해 한국사회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7년 9월 10일 경향신문은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소녀가 입양 후 2년 뒤 
지능부진아로 판명이 된 이후 입양가정에서 파양되고 이후 10년이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시민권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도하 다. 

188)

 기사는 미국 워싱턴 DC 근교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국소녀 변혜자양
(미국명 리사, 이하 혜자양)의 소식을 전하면서, 전체 정신병원 2천3백명 가운
데 혜자양이 유일한 비미국인 환자이자 동양인 환자라고 전하면서 혜자양의 
입양 및 파양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15년 전 부산에서 생후 5일 가량 
된 갓난아기로 발견되어 수녀원에 맡겨진 후 미국 가톨릭구호재단을 통해 두 

188) 자료: 경향신문 1977. 9. 10 “미국 시민도 아니고 후견인도 없는 정신병원의 한
국소녀” 사진 설명: 한국소녀 혜자양이 입원병동의 입구계단 위에 보조간호원인 흑
인여자와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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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어 켄터키 주(州)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던 혜
자양은 두 살 때 지능부진아임을 발견한 입양부모가 입양권을 포기하자 뉴욕
의 가톨릭구호재단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만다. 이때부터 혜자양은 병원, 보육
원, 구호소, 다시 병원으로 내맡겨져 지내다가 이곳 성엘리자베드 병원에 정
신분열증으로 입원하게 된다. 담당 변호자 플톤씨의 말에 따르면 현재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할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금과 같이 미국 시민권
도 없고, 후견인도 없는 동양인 정신병 환자인 소녀를 올바르게 치료해 줄 것
으로 기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 책임을 져야할 곳은 가톨릭
구호재단이라고 주장하며 워싱턴 법정에서 우선 치료를 성엘리자베드 병원에 
맡도록 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가톨릭구호재단이 입양을 주선하여 미국으로 데
려온 이상 파양 이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 법적 판결
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혜자양 사건은 미국의 가정으로 입양된 이후 파양된 이후 시민권을 갖지 못
한 상황에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추방 해외입양인 사건189)의 문제가 이
미 1970년  미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 해외입양 관련 기관에서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응하
지 않고 전적으로 입양 이후의 아동에 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입양국, 입양
가족에 맡겨온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9) 프레시안 2017년 7월 14일 “한국정부, 고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통계조차 없다”
라는 기사에는 2017년 5월 21일 일산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추방입양인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씨와 2011년 서울 이태원에서 정신분열증 증상이 있는 
노숙자로 발견된 팀(한국명 모정보)의 사례와 같이 미국으로 입양된 사례, 그리고 
본 연구의 3장에서 친생모 A7사례(신성혁, 신성애 남매의 모)의 아들 신성혁(미국
명 아담 크랩서)의 사례와 같이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 입양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
지 않아 미국 시민권이 없이 지내다 다시 한국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보도되었다. 
관련 기사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2017. 7. 2 “Deportation a ‘Death 
Sentence’ to Adoptees After a Lifetime in the U.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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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해외입양

세 해외입양기관의 연간 해외입양 아동수 세 해외입양기관 
외 해외입양

홀트아동복지회 
(비율, %)

한사회복지회 
(비율, %)

동방사회복지회 
(비율, %)

아동수
(비율, %)

1974 5,302 2,879 (54.3) 854 (16.1) 383 (7.2) 1,186 (22.4)
1975 5,077 2,808 (55.3) 886 (17.5) 468 (9.2) 915 (18.0)
1976 6,597 3,005 (45.6) 1,273 (19.3) 709 (10.7) 1,610 (24.4)
1977 6,159 2,702 (43.9) 1,111 (18.0) 718 (11.7) 1,628 (26.4)
1978 5,917 2,780 (47.0) 908 (15.3) 742 (12.5) 1,487 (25.1)
1979 4,148 1,929 (46.5) 796 (19.2) 746 (18.0) 677 (16.3)
평균 5,533 2,684 (48.5) 971 (17.6) 628 (11.3) 1,251 (22.6)

<표 41> 연간 해외입양과 주요 해외입양기관의 해외입양 아동수 
(1974년~1979년)

4절. 친생모의 선택권 부재와 입양결정

 1. 통계로 본 해외입양 친생모

  (1) 해외입양 친생모의 연령과 혼인여부

 이 절에서는 1966년부터 1979년 사이의 해외입양 친생모의 입양결정 추이와 
특성을 살펴볼 것인다. 먼저 다음 <표 41>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접근이 
가능한 해외입양기관의 연간 해외입양 아동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따
르면 이 시기의 해외입양은 연간 5천명에서 6천명 수준을 유지하며 1976년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증가하던 추세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해외입양기관 별로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48.5퍼센트를 차지하 으며, 한사회복지회는 평균 17.6퍼센트, 동방사회복
지회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해외입양 아동수 증가 속에 전체의 18퍼센트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는 이 시기에 과반에 해당하는 해외입양
아동을 입양보낸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상담 친생모 관련 통계를 통해 당시의 
친생모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190)



            제3장. 친생모의 입양결정 증가와 해외입양 감축정책의 충돌, 1966년~1979년

- 205 -

<그림 69>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 유형별 
구성 비율 (1975년~1979년)

연도
입양상담
친생모 
합계

홀트아동복지회 친생모 유형별 입양상담
입양상담 수 입양상담 비율

기혼
생모 

미혼 
생모

부모사망  
・정보 미상

기혼
생모 

미혼 
생모

부모사망  
・정보 미상

1975 1,628 472 1,051 105 29.0 64.6   6.4   
1976 2,214 758 1,303 153 34.2 58.9 6.9 
1977 2,386 833 1,479 74 34.9 62.0 3.1 
1978 2,418 767 1,511 140 31.7 62.5 5.8 
1979 2,011 791 998 222 39.3 49.6 11.0 
평균 2,131 724 1,268 139 33.8 59.5 6.7

<표 42>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유형별 구성 (1975년~1979년)

191)

192)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상담 친생모 통계에 나타난 1970년  후반 친생모의 
혼인 상태별 구성은 기혼생모의 비율이 1975년 29.0퍼센트에서 1979년 39.3
퍼센트로, 기혼생모의 입양상담수도 472명에서 791명으로 68퍼센트나 증가하

다. 한편 미혼생모의 경우 비율에 있어서는 과반이 넘어 1975년 64.6퍼센트
에서 1978년 62.5퍼센트, 1979년 49.6퍼센트로 60퍼센트 내외의 비율에서 

190) 자료: ① 전체 해외입양: 재외동포재단, 2006. ②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
회, 2005. ③ 한사회복지회: 한사회복지회, 2004. ④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사회
복지회, 2003

191) 자료: 노상학, 1996: 221 자료 재구성.
192) 자료: <표 42>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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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입양
상담

친생모
합계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 연령
연령별 친생모 수 연령별 친생모 비율

10
20 30  이상

10
20 30  이상

21-
25세

26-
30세

30  
40
이상

21-
25세

26-
30세

30
40
이상

1975 1,637 205
729 602

12.5
44.5 36.8

415 314 326 276 25.4 19.2 19.9 16.9

1976 2,214 23
799 1,134

1.0
36.1 51.2

287 512 811 323 13.0 23.1 36.6 14.6

1977 2,404 260
1,455 569

10.8
60.5 23.7

888 567 479 90 36.9 23.6 19.9 3.7

1978 2,418 425
1,368 499

17.6
56.6 20.6

874 494 420 79 36.1 20.4 17.4 3.3

1979 2,011 353
1,174 405

17.6
58.4 20.1

775 399 338 67 38.5 19.8 16.8 3.3

평균 2,137 253
1,105 642

11.9
51.7 30.5

648 457 475 167 30.3 21.4 22.1 8.4

<표 43>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연령별 구성 (1975~1979년)

1979년 50퍼센트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혼생모의 입양상
담수는 1975년 천51명에서 1978년 천5백11명으로 증가하 으며, 1979년에는 
전년 비 34퍼센트 감소한 998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혹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비율은 1975년 6.4퍼센트, 
백5명에서 1979년 11.0퍼센트, 2백22명으로 비율과 상담수 모두 증가하 다. 
이는 혼인 상태별로 1970년  후반에 전체적으로 미혼, 기혼 모두 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1979년에 미혼생모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감소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율에 있어서는 미혼생모가 60퍼센트, 기혼생모가 
30퍼센트 내외로 큰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70년  후반의 
친생모는 주로 미혼생모로 이루어졌지만, 30퍼센트가 넘는 비율이 기혼생모
다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사망 혹은 기아에 의
해 부모를 알 수 없는 비율은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낮았으며, 부분은 부모를 알 수 있는 기혼생모와 미혼생모의 자녀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상담을 받아 입양되었음을 보여준다.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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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입양
상담

친생모
합계

전체 해외입양기관 미혼모 실태
연령별 미혼모 수 (명) 연령별 미혼모 비율 (%)

10
20 30  

이상
10

20 30
이상21-25세 26-30세 21-25세 26-30세

1976 2,080 374
1,644

62 18.0
79.0

3.0
978 666 47.0 32.0

1977 2,447 465
1,884

98 19.0
77.0

4.0
1,321 563 54.0 23.0

<표 44>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미혼모의 연령별 구성 (1976년~1979년)

<그림 70>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연령별 
구성 (1975~1979년)

194)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상담 친생모 통계에 나타난 1970년  후반 친생모 연
령별 구성은 10 의 비율이 전체의 12.5퍼센트에서 17.6퍼센트로 증가하 으
며, 25세 이하의 비율은 37.5퍼센트에서 56.1퍼센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음
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26세에서 40세까지의 비율은 1976년을 제외하고
는 40퍼센트를 전후(43.5퍼센트에서 36.6퍼센트까지)로 완만한 감세 추이를 
보 다. 이는 연령 별로 1970년 에 걸쳐 25세 이하의 비율이 높아진 반면, 
26세 이상의 비율이 감소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김용숙(1982)의 연
구에 실린 당시 전체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해외입양기관들의 입양상담 친생
모에 관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볼 것이다.

193) 비고: 비율은 친생모 연령을 모르는 경우를 포함하여 환산한 것임. 자료: 노상학, 
1996: 216 자료 재구성.

194) 자료: <표 43>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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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3,025 696
2,269

60 23.0
75.0

2.0
1,724 545 57.0 18.0

1979 2,634 553
1,976

105 21.0
75.0

4.0
1,396 580 53.0 22.0

평균 2,547 522
1,943

81 20.2
76.5

3.2
1,355 589 23.8 76.5

<그림 71>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미혼생모 
연령별 구성 (1976년~1979년) 

195)

196)

 앞서 살펴본 홀트아동복지회의 친생모 연령과 비교해 보았을 때, 김용숙
(1982)의 자료에 나타난 전체 해외입양기관의 해외입양 미혼모 연령은 홀트의 
통계에 비해 10 와 20 의 경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  이
상의 비율이 상 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친생모 구성의 차
이가 발생한 것은 김용숙의 자료가 친생모 가운데 미혼모를 별도로 집계한 것
인 반면,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상담 친생모에는 기혼생모가 포함되어 있었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김용숙의 자료
에 나타난 미혼모 연령 분포는 기혼생모를 제외한 미혼생모들의 연령이 30
가 전체의 3.2퍼센트로 예상보다 낮은 값을 보 으며, 10 의 비율이 1970년

 후반에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 지만, 그 값이 당시의 담론 속에서 
다수의 미혼모가 10 인 것처럼 재현되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던 것과 달리 20
퍼센트 내외의 적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195) 자료: 김용숙, 1982.
196) 자료: <표 44>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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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연도

입양
상담

친생모 
합계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 입양사유

무계획 임신 무계획 임신 외 
친생부모 입양사유

상담수 (비율) 경제적 빈곤
(비율)

이혼
(비율)

가정 파탄
(비율)

부모 사망
(비율) 기타

1978 1,790 740 (49.2) 194 124 328 118 286(12.9) (8.2) (21.8) (7.8)

1979 1,686 702 (52.2) 293 120 122 109 340(21.8) (8.9) (9.1) (8.1)

평균 1,738 721 (50.7) 244 122 225 109 313(17.3) (8.6) (15.4) (8.0)

<표 45>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입양사유별 구성 (1978년~1979년)

  (2) 입양결정의 이유

 이 시기의 해외입양 친생모들이 어떠한 사유로 해외입양을 보내었는지에 
해서는 앞선 2장 2절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70년  기준 빈곤・모자가정
의 비율이 27.7퍼센트, 미혼모자 가정(미혼모)의 비율이 36.5퍼센트, 기아나 
기록 미상의 경우가 35.8퍼센트의 입양사유별 구성을 보 다. 이어서는 제한
된 두 해(1978년, 79년)의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상담 친생모의 입양사유별 
구성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무계획 임신의 비율이 전체의 50.7퍼센트로 과반
을 차지하 으며, 그 외의 입양사유로는 경제적 빈곤(가난)에 의한 입양이 
17.3퍼센트, 가정 파탄의 비율이 15.4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과 부모 
사망의 경우 8퍼센트 내외로 앞선 빈곤과 가정 파탄의 절반가량의 비율을 보

다.

197)

 주목할 점은 무계획 임신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당시의 임
신이 기혼여성의 경우 원하는 수의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미혼여성의 경우 적절한 피임 도구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홀트아
동복지회의 통계에서 무계획 임신에서 기혼생모와 미혼생모의 비율을 알 수 

197) 비고: 각각의 비율은 기타를 제외한 것임. 자료: 노상학 1996,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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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입양사유별 구성 (1978년~1979년)

없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미혼생모가 무계획 임신을 이유로 입양
상담을 의뢰하 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혼생모의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 을 경우, 부분 
어렵지 않게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미혼생모가 무계획 
상황에서의 임신을 지속하 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8)

 비록 임신중절수술이 법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여전히 불법
이었음에도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에 사회적으로 필요시에 임신중절을 
하는 것에 한 금기는 많이 약화되고 사실상 기혼여성의 경우 제한적인 합법
화 상태에 가까웠다.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도 20  초반이나 10 의 경우에
도 임신중절에 한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이들 
저연령의 미혼여성이 혼전 임신에 한 금기가 강하 을 뿐만 아니라 임신 사
실을 늦게 인지하는 등의 요인으로 미혼여성의 임신이 상 적으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무계획 임신에 이
은 임신유지의 비율이 높았을 미혼모의 경우 출산 이후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
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미혼모들의 경제적 상황과 연령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해외입양기관을 
통한 출산보조(출산지원)과 의료혜택, 분만비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또
한 미혼생모가 임신을 유지한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해외입양기관으로 상담을 

198) 자료: <표 45>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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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할 주요한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 실제로 구세군여자관, 애란원, 마리아
의집 등의 숙식보호시설의 미혼모는 이상(異常) 분만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에게 제공되는 제1종 의료보호의 서비스를 받았고, 정상 분만시는 전액 혹은 
일부를 기관이 부담하 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기관이 정한  두 곳의 병원
과 한 곳의 조산소에서 임산부가 정기진찰을 받고 분만할 수 있도록 하며, 분
만 후의 치료비와 분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하고 있었다. 한사회복지
회는 자체에서 병원을 운 하여 건강진단과 분만에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며, 분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하 다199). 
 다음으로 홀트아동복지회의 1978년과 79년의 입양사유로 높은 비율을 보
던 경제적 빈곤과 가정 파탄, 이혼의 비율의 합계가 전체의 40퍼센트를 넘었
던 것은 미혼생모의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지만, 많은 기혼생모들이 가난
과 이혼, 가정의 해체(가출과 별거 등)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을 지속하기 어려
울 경우 자녀를 해외로 입양보내기 위해 해외입양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어지는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해외입양 친생모들이 왜 자녀를 입양보내기에 이르렀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199) 그러나 분만 이후의 양육에 한 지원은 미혼모 상담사업은 물론 1970년  중반, 
일시적으로 양육미혼모를 위한 사업을 병행한 애란원이 관련 사업을 폐지하면서 미혼
모 보호시설은 출산 전 보호와 입양 이후의 회복 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에서 최  6
개월까지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과 상담사업으로 축소되었다. 미혼모의 필요한 
보호 유형 가운데 ‘사회사업’ 역과 ‘보건·의료’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친생
모의 출산 자녀에 한 ‘아동보호’ 역의 사업은 1966년부터 1979년 시기에는 실질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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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입양 친생모의 사례연구

  (1) 친생모의 개인별 상황과 입양결정

   ① 기혼 생모의 입양결정

⃞ A2 기혼 생모 사례: 캘리 진(이명희)의 모
아픈 남편, 주위의 입양권유, 입양기관의 설득, 입양에 한 거짓된 정보, 넷째 딸의 입양 

 친생모A2(이하 A2)는 결혼 후 충남 금산에서 1967년 2남4녀 가운데 넷째 
딸로 이명희(캘리 진, 이하 이명희)룰 출산했다. 가족의 장손이었던 A2의 남
편(친생부A2, 이하 친생부)은 가족의 가장이자 집안의 장손으로서 열다섯 식
구를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A2의 시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 
진 빚까지 물려받은 친생부는 책임감이 강해 가족들을 먹여 살리며 물려받은 
빚을 갚아가다 결국 병석에 눕고 말았다. 
 이후 가난한 살림에 단칸방에서 아홉 식구가 지내던 어려운 살림에 A2는 주
위에서 자식 한둘을 입양 보낼 것을 권유받았지만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
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집세를 받으러 와서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자식 중 하나라도 좀 잘살게 입양을 보내라”는 말에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지만, 생각이 바뀌어 입양기관 직원과 면담을 했으나 이후에도 결심을 하
지 못하 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A2와 친생부에게 입양기관 직원은 입양이 
아니라 일종의 후견인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교육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단순히 좀 떨어져 사는 것이고 학을 졸업하면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했고, 무엇보다 입양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로 부
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마음이 움직여 자녀 중에 똑똑하고 재주가 많던 
넷째 딸을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입양을 결정하

다. 이후 넷째 딸(이명희)은 1971년 12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 A3 기혼 생모 사례: 제인 정 트렌카(정경아)와 정미자의 모
가정폭력, 아이에 한 의심과 폭력, 입양을 조건으로 아픈 딸의 치료, 자매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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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모A3(이하 A3)은 1964년 목수 일을 하는 친생부(친생부A3, 이하 친생
부)와 결혼을 해서 딸 둘(정은미, 정미자)을 낳았고, 친생부가 전 부인과 사이
에서 난 두 딸(정선미, 정선 )과 함께 살고 있었다. A3는 어려운 살림에 불
규칙한 목수일을 하며 매일 술을 먹던 친생부를 신해 쌀장사, 떡장사, 행상
을 하며 살림을 꾸렸다. 점점 친생부의 술버릇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 식구들
을 상 로 폭력을 휘두르는 빈도가 많아져갔고, 의처증 증세까지 생기기 시작
했다. 
 1972년 초 A3은 추운 겨울날 집밖에서 자신의 세 번째 출산이자, 친생부의 
자녀까지 합해 다섯째인 딸(정경아, 제인 정 트렌카, 이하 정경아)을 낳았다. 
그러나 친생부는 다섯째 딸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며 의심을 하고, 폭력을 행
사하자 A3은 임시로 정경아를 고아원에 맡긴다. 아이를 맡긴 뒤 얼마 후 찾
아간 고아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정경아를 보고 돌아온 A3가 아픈 아이를 데
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청을 하자 친생부는 미국으로의 입양을 조건으로 
데려와 돌볼 것을 허락한다. 입양을 조건으로 정경아를 데려온 A3는 데려와 
몸을 회복시키고 이후 한 달 뒤, 6개월 된 정경아와 바로 위의 언니인 정미자
(6세)를 미국의 한 가정으로 함께 입양보냈다. 

⃞ A4 기혼 생모 사례: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N
강간에 의한 임신과 결혼, 무책임한 남편, 아이를 맡기고 나온 뒤 가족에 의한 입양

 친생모A4(이하 A4)는 1959년 충북 청주에서 4남매의 맏딸로 태어났다. 가난
한 농가의 장녀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하시는 부모님을 신해 집안 살
림과 동생을 돌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지
만 진학 신 나이를 속여 방직공장에 취직해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취업 후 
회사동료 2명과 자취를 하던 A4에게 동료 중 한명이 서울에 사는 자신의 사
촌오빠(친생부A4, 이하 친생부)를 소개하 다. 친생부는 어느 날 회사로 찾아
와 A4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서울에서 내려온 길이라 A4와 동료(친생부의 
사촌), 그리고 함께 자취하던 또 다른 동료까지 세 명이 지내던 자취방에서 
함께 자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동료(친생부의 사촌)가 새벽교  근무
를 간 사이 다른 1명의 자취동료가 있는 중에도 A4를 겁탈[성폭행_원자료의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214 -

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

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자녀
성별

입양
국가

A2
『37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의 캘리 진 
(이명희)의 모(국금순)

기혼 생모, [미상]
(2남4녀의 셋째) 

1971
(1971)

1967
(5세)

여 미국

A3
『피의 언어』 제인 정 

트렌카(정경아)
와 정미자의 모

기혼 생모, [미상]
(5녀의 다섯째, 넷째)

1972
(1972)

1972,1967
(추정)

(1세, 6세)

여
여

미국

A4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N

기혼 생모, [19세]
(첫째)

1977
(1977)

1976
(2세)

남 미국

<표 46> (유배우) 기혼 생모의 입양결정: 사례 A2, A3, A4

표현에 따름]했고 A4는 임신이 되었다. 배가 불러오자 A4는 할 수 없이 서울
의 친생부 집을 찾아가 살림을 시작했고, A4의 부모님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서울로 올라와 결혼식까지 올렸고, 곧 1976년 열여덟의 이른 나이에 출
산을 했다.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했던 친생부가 경마장 도박으로 없는 재산까
지 탕진하자 A4는 출산 후에도 식당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았지만 아이는 물
론, 자신도 끼니를 굶을 때가 더 많을 정도로 어려움은 심해져갔다. 1977년 3
월 수중에 돈이 떨어진 친생부는 일하기보다 아내(A4)에게 피를 팔 것을 요구
하기까지 했고, 그런 친생부를 보고 A4는 아이를 두고 나가면 아이를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할 것이라고 기 하고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와 식모살이를 시작한다. 그렇지만 친생부는 그 사이 아이를 청주의 
A4의 친정집 마당에 두고 가버렸다. 장애가 있는 남동생(A4의 남동생)을 돌봐
야만 하는 상황의 A4의 친정어머니로서는 A4의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어, 아
이를 데리고 서울 시 으로 올라와 친생부의 남동생(A4의 시동생)과 상의 끝
에 한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었고, 산부인과에서 연락해 찾아온 입양기관에서 
곧바로 데려갔다200). 그 뒤 A4의 아들은 1977년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200) 1970년  이후 해외입양은 미혼모들이 보낸 것으로 인식되었다. 친생모 A6의 경
우처럼 일시적인 가출 상태에서 결혼 중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동의 
없이 가족들에 의해 자녀가 입양된 경우도 드물지 않게 존재했다(김미숙 외, 2013; 
강태인, 2014a). 한편 A4의 아들의 입양기록에는 경찰서에서 발견된 고아로 기록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이 가족들에 의한 입양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
기 때문에 고아로 조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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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별 생모의 입양결정

⃞ A1 사별 생모 사례: 수잔 브링크(신유숙)의 모
사고에 의한 남편의 죽음, 어려운 살림, 주위의 입양 권유, 1남4녀 중 막내딸의 입양

 친생모A1(이옥수)은 서울에서 남편(친생부A1, 이하 친생부) 사이에 1남4녀를 
두었다. 자녀 가운데 막내딸 신유숙을 1964년(추정)에 낳았다. 넉넉지는 않지
만 인쇄소 근로자 던 친생부와 함께 서울 마포에 살며 다섯 자녀를 기르던 
A1은 1965년 친생부가 한강에서 수  도중 익사하는 사고를 당한 이후 살림
이 어려워진다. 행상으로 생계를 꾸리며 혼자 네 자녀를 돌보던 A1은 주위의 
권유로 네 살 된 막내 딸 신유숙을 입양보내기로 결정한다. 이후 A1의 딸 신
유숙은 1966년 가을,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공항에서 입양기관직원을 
만나 인계되어 스웨덴으로 입양되었다.  

⃞ A5 사별 생모 사례: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A
결핵으로 남편의 사망, 친정생활, 양육의 어려움, 입양기관 직원인 친구의 권유, 입양

 친생모A5(이하 A5)는 1954년 전남 강진에서 6남1년의 다섯째 딸로 태어났
다. 중학교 1학년에 서울로 이사와 살게 된 A5는 학교 사무급사로 일하면
서 1974년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어려서부터 알던 남자
(친생부A5, 이하 친생부)를 따라 전남 광에 내려가 동거를 시작해 결혼을 
했고, 1976년 6월 첫 딸을 낳았다.
 결혼 3년만인 1977년 친생부는 군 에서 걸린 결핵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
다. 첫돌도 안 된 딸을 데리고 서울의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야채행상을 하는 
친정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지도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없
어 힘든 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양기관에서 일하는 A5의 한 동창(同
窓)이 전화를 해서 입양을 권유했고, 이후 입양을 결심한 A5는 친정과 시 에 
입양의사를 밝히고 1977년 친권포기각서를 썼다. 이후 딸은 1977년 프랑스로 
입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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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자녀
성별

입양
국가

A1
수잔 브링크

(신유숙)의 모(이옥수)
사별 생모, [미상]
(1남4녀의 다섯째)

1966
(1966)

1963(추정)
(4세)

여 스웨덴

A5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A

사별 생모, [24세]
(첫째)

1977
(1977)

1976
(2세)

여 프랑스

A6
홀트상담사례집 

사례14
사별 생모, [30세]

(첫째)
1979

(1979)
1974
(6세)

남 (미상)

<표 47> 사별 생모의 입양결정: 사례 A1, A5, A6

⃞ A6 사별 생모 사례: 홀트상담사례집 친생모 사례14
암으로 남편 사망, 아버지가 있는 양부모 가정에서 자랄 필요, 재혼 가능성, 입양

 친생모A6(이하 A6)은 1959년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
던 A6은 스물세 살 때인 1971년 중매를 통해 친생부(친생부A6, 이하 친생부)
를 만나 결혼하 다. 그리고 1974년 첫 아들을 낳았다. 몸이 허약하 던 친생
부가 1976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웠다. 아들이 자라나면서 
아빠를 찾기 시작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이든 A6는 아이가 양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고민을 시작했고, 비록 친정 부모
님이 아들을 키워주시겠다고 하 으나 A6 자신도 재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는 생각에 고민 끝에 1978년 11월 입양기관을 찾아와 입양상담을 받았다. 첫 
상담 이후 서너 달 동안 여섯 차례의 상담을 통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A6는 입양을 보내어도 안 보내어도 후회되고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아이 장래
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1979년 2월 아들의 입양을 결정하 다. 이후 1979
년 8월 아들은 외국 가정(입양국 미상)으로 입양되었다.

   ③ 이혼 생모와 가출 생모의 입양결정: 사례 A7, A10

⃞ A7 배우자 가출 생모 사례: 아담 크랩서(신성혁), 신성애의 모
장애, 두 아이 출산 후 남편의 가출, 아동시설에 맡긴 남매, 보육원 직원의 입양권유,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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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모A7(이하 A7)은 1956년에 태어나 5세에 침을 잘못 맞아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가난한 살림에 팔려가듯 시집을 가 학 를 받으며 두 아이(신성애와 신성혁)
를 낳지만 어느 날 폭력을 쓰던 친생부는 집을 나간 뒤, 소식까지 끊어지고 만다. 
이후 A7은 집에 쌀이 떨어져 배고픔 속에 장애를 가진 어머니로서 친생부를 기다리
다 월세를 내지 못해 거리로 나 앉게 되자, 1978년 9월에 네 살의 신성혁, 여섯 살
의 신성애 남매를 제천의 한 보육원에 맡긴다. A4는 미국으로 아이를 입양 보내면 
밥 잘 먹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다는 보육원 직원의 말에 남매의 입양을 결정한다. 
남매는 1979년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 A10 이혼 생모 사례: 강태인 연구논문2 친생모 N 
겁탈, 임신, 혼인, 가정폭력, 이혼 요구, 재혼한 전 남편의 일방적 입양

 친생모A10(이하 A10)은 1953년 서울에서 맏딸로 태어나서 한국전쟁 이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7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 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을 위해 타자 학원에 다니던 1974년 동네 불량배에게 끌려가 겁탈을 당해 임
신을 하게 된다. 겁탈을 한 남성(친생부A10, 이하 친생부)은 이후에도 A10을 
쫓아다니며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겁탈을 당한 
이후 임신을 한 A10의 상황에 친정어머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 친생부와 결혼을 하면 친생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 하며 결혼을 권했고, 
A10은 자신을 겁탈한 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달라질 것이라는 기 와 달리 신혼여행 직후부터 친생부의 폭력이 
시작되었고 친생부는 밤마다 술을 먹고 때렸고,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
하기도 했다.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A10은 1975년 8월 임신했던 
첫 딸을 출산했다. 이후에도 “그때 상황에는 지옥 같은데, 애를 붙잡고 견디
고 살았어요. 밤만 되면 미친놈 날뛰듯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라며 그때를 
회상할 정도로 남편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A10은 어느 날 남편의 폭행을 피
하려다 2층 옥상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척추를 심하게 다치고 만다. 
이후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한 사이 친생부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1976년 A10이 병원을 퇴원하자 친정으로 찾아와 이혼을 통보하듯 요구했고, 
그길로 이혼을 당하고 두 달 후 친생부는 재혼을 했다. 재혼 후에도 당연히 
A10은 자신이 딸을 키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인 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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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자녀
성별

입양
국가

A7
신성혁, 신성애 

남매의 모

친생부 가출 생모, 
[24세]

(1남1녀의 첫째, 둘째)

1979
(1979)

1975, 
1973

(5세, 7세)

남
여

미국

A10
강태인 연구논문2

친생모 사례 N
이혼 생모, [27세]

(첫째)
1979

(1979)
1975
(5세)

여 프랑스

<표 48> 이혼 생모, 가출 생모의 입양결정: 사례 A7, A10

가 찾아와 딸을 데리고 가버렸다. 전 남편의 아내(재혼녀)가 딸이 있으면 친생
부가 A10과 계속 왕래를 할 것을 걱정해서 아예 딸을 데려오라고 했던 것이
었다. A10은 아픈 몸으로 딸을 안 뺏기려고 버텼지만 친생부는 강제로 딸을 
데려갔고, 그것이 A10이 딸을 본 마지막이었다. “그때 아이를 데리고 간다니
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미치겠더라고요” 이혼을 당하고 딸까지 빼앗긴 
A10에게 친정엄마는 ‘크면 만날 수 있다’는 위로로 버티며 지냈다. 이후에 재
혼을 한 A10은 8년이 지나 전 남편(친생부)의 누나를 만난 자리에서 친생부의 
재혼한 아내(A10의 딸의 계모)가 아이를 구박하자 친생부는 딸을 입양기관에 
데려다주었고, 1979년 다섯 살의 나이로 프랑스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다.

   ④ 미혼생모의 입양결정

⃞ A8 미혼생모 사례: 리사 울림 셰블룸(정울림)의 모
미혼의 임신, 친생부가 모르게 출산, 출산 직후 친정어머니의 입양상담,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양

 친생모A8(이하 A8)은 부산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자
랐다. 스무 살에 알고 지내던 친생부(친생부A8, 이하 친생부)와의 사이에서 임
신을 하게 되었다. 친생부는 아주 인기가 좋아서 다들 사귀고 싶어하는 인기
가 좋은 남성이었고, 친생부와 A8은 서로 사랑하거나 결혼을 약속한 관계가 
아니었다. 친생부는 A8의 임신 사실도 알지 못하 다. 
 A8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안 친정어머니에 의해 큰 병원이 아닌 남몰래 출
산할 조산원로 이끌려 마취도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며 딸(정울림, 이하 
정울림)을 출산하 다. 출산 직후 A8의 어머니에 의해 부산 아동상담소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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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자녀
성별

입양
국가

A8
『나는 누구인가』 리사 

울림 셰블룸(정울림)의 모
미혼생모, [20세]

(첫째)
1977

(1979)
1977

(출산 직후)
여 스웨덴

A9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C

미혼생모, [24세]
(첫째) 

1979
(1980)

1977
(3세)

여 미국

<표 49> 미혼생모의 입양결정: 사례 A8, A9

쳐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정울림은 1977년 5월부터 1979년 5월까지 2년 간 
부산의 아동복지시설(보육원)에서 살았다. 이후 입양이 결정된 이후에는 한 달 
간 서울로 와서 위탁모에게 보호를 받은 뒤 1979년 5월 30일 스웨덴으로 입
양되었다.

⃞ A9 미혼생모 사례: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C
겁탈 후 임신, 친생부 사망, 1년 반을 기른 딸을 아시설에 맡긴 뒤 입양권유로 입양 

 친생모A9(이하 A9)는 1956년 강원도 철원에서 1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살 무렵 아버지가 재혼을 하 다. A9는 계모의 
구박과 반 로 중학교 시험도 못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후 1971년 16세로 서울에 있는 계모의 이모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혼
자 있다 옆집 아저씨에게 겁탈을 당했지만, 오히려 계모의 이모는 “지가 좋아
서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신고했다”라고 하는 말에 집을 나와 어느 집에 들
어가 식모로 3년을 살았다. 
 1976년 스무살에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 처음 보는 남자에게 여인숙으로 끌
려가 또다시 겁탈[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길로 임신이 되었고 1977년 첫딸을 
낳았다. A9보다 16살 많은 A9를 겁탈[성폭행]했던 남자(친생부A9, 이하 친생
부)는 부랑자에 알코올 중독자 다. 친생부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술로 다 
써버리고 생활비는 가져다주지 않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죽은 채 발견된다. 
혼인신고와 딸의 출생신고도 못하고 미혼모가 된 A9는 친척집과 아는 집을 
전전하며 일을 하며 딸을 키웠지만 이렇게 1년 반이 지나자 더는 방법이 없어 
돈을 벌면 찾을 생각에 서울의 한 아동복지시설( 아시설)에 딸을 맡겼다. 이
후 돈을 모아가며 딸을 보러 아시설에 찾아 갈 때마다 입양을 권유받던 A9
는 결국 1979년 중순 친권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고 입양을 결정했다. 이후 딸
은 1980년 1월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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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A1
수잔 브링크(신유숙)의 

모(이옥수)
사별 생모, [미상]
(1남4녀의 다섯째)

1966
(1966)

1963(추정)
(4세)

A2
『37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의 캘리 진 
(이명희)의 모(국금순)

이혼 생모, [미상]
(2남4녀의 셋째) 

1971
(1971)

1967
(5세)

A3
『피의 언어』 제인 정 

트렌카(정경아)와 
정미자의 모

기혼 생모, [미상]
(5녀의 다섯째, 넷째)

1972
(1972)

1972, 1967(추정)
(1세, 6세)

A4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N

기혼 생모, [19세]
(첫째)

1977
(1977)

1976
(2세)

A5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A

사별 생모, [24세]
(첫째)

1977
(1977)

1976
(2세)

A6
홀트상담사례집 

사례14
사별 생모, [30세]

(첫째)
1979

(1979)
1974
(6세)

A7
신성혁, 신성애 

남매의 모
(친생부) 가출 생모, [24세]

(1남1녀의 첫째, 둘째)
1979

(1979)
1975, 1973
(5세, 7세)

A8
『나는 누구인가』 리사 

울림 셰블룸(정울림)의 모
미혼생모, [20세]

(첫째)
1977

(1979)
1977

(출산 직후)

A9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C

미혼생모, [24세]
(첫째) 

1979
(1980)

1977
(3세)

A10
강태인 연구논문2

친생모 사례 N
이혼 생모, [27세]

(첫째)
1979

(1979)
1975
(5세)

<표 50> 친생모 연령과 입양자녀의 출생순서

  (2) 사례연구를 통해 재구성한 해외입양 친생모

   ① 친생모의 연령과 입양자녀의 출생순서
 

 친생모의 연령은 1970년  초반까지의 세 사례의 친생모(A1, A2, A3)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연령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출산한 자녀수나 연
령 등을 고려해 추정해 볼 때 30  이상의 친생모 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A1, A2, A3 세 사례는 사별 생모(A1) 혹은 기혼 생모
(A2, A3)로서 한국계 해외입양 증가가 이루어진 초기 던 1970년 전후의 
아직 입양상담이라는 절차가 갖춰지기 전에, 자녀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친
생모가 아동복지시설에서나 해외입양기관을 찾아가 해외입양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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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결정할 경우, 입양 직전까지 자녀를 집에서 돌본 뒤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70년  초반까지는 상당수의 친생모 
가운데 생활고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
우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사례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A3 이후의 일곱 친생모는 공교롭게도 1970년  후반에 해당하는 1977년
부터 1979년 사이에 입양을 보낸 경우 는데, 앞선 1970년 전반까지의 세 
친생모의 연령이 30  이상(추정)인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1970년  
후반의 일곱 친생모의 연령은 20  중반과 후반으로 낮아지는 추세가 나
타났다. 연령별로 10  친생모가 한 명(A4), 20  초반 친생모가 네 명
(A5, A7, A8, A9), 20  후반 친생모가 한 명(A10), 30  친생모가 한 명
(A6)으로 일곱 친생모 가운데 다섯 명이 20 다. 1970년  후반 일곱 
친생모 가운데 혼인 상태로는 기혼 생모가 한 명, 사별 생모가 두 명, 이
혼 생모가 한 명, 친생부가 가출한 가출 생모가 한 명, 미혼생모가 두 명
으로 혼인한 적이 있는 기혼생모가 다섯 명, 혼인한 적이 없는 미혼생모가 
두 명이었다. 이는 1970년  후반까지 미혼생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유
배우 기혼 생모, 사별, 이혼, 배우자 가출 등 기혼생모의 비율 또한 다수
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201).
 1970년  후반 친생모 가운데 남편의 사별 후 6세 된 아들을 입양 보낸 
A6은 30세 으며, 이혼 후 5세의 딸을 입양 보낸 A10은 27세, 남편의 사
별 후 2세 된 아들을 입양 보낸 A5와 남편의 가출로 아동복지시설에 맡겼

201) 본 연구의 2장 2절에서 입양사유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본 장에 해당하는 주
요 시기인 1970년  빈곤・모자가정(기혼 생모에 해당)의 비율이 27.7퍼센트, 미혼
모자가정의 비율이 36.5퍼센트, 기아・기록 미상의 비율이 35.8퍼센트로 기아・기
록 미상의 경우를 제외한 비율에서 미혼모자가정의 비율이 1.3배가량 높았던 것으
로 나타난다. 이러한 미혼생모와 기혼생모(사별, 이혼, 가출 등)의 비율을 고려하
을 때 본 장에서 살펴본 사례는 상 적으로 기혼생모(유배우 또는 무배우 포함) 여
덟 사례로 전체 열 명의 80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상 적으로 미혼생모는 두 사례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강제적 성관계(성폭행)를 당한 이후 혼인을 하고 출산을 한 
A4, A10을 포함하면 네 사례)로 미혼생모의 비율이 전체 비율에 비하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  후반 미혼생모의 증가와 관련 사례에 해서 추후의 연구가 
진행될 경우 그 증가의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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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남매를 입양 보낸 A7, 미혼생모로 시설에 맡겨두었던 3세의 딸을 입양 
보낸 A9는 24세 다. 나머지 두 친생모는 미혼생모로 친생부가 모르는 임
신을 한 뒤 출산 직후 아동상담소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딸을 맡긴 A8이 
20세, 기혼 생모로 자신이 아이를 두고 나온 사이에 아들이 입양된 A4의 
나이는 19세 다.
 두 경우 기혼 생모 던 A4 또한 친생부가 자녀를 부양하거나 안정된 가
정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 다. 즉, 명확한 공식적 이혼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배우자와의 가정생활이 어려운 조건 속에 있
었던 A4와 다른 친생모는 공통적으로 출산이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입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
의 입양 친생모의 상당수가 미혼생모와 무배우 기혼생모(사별, 이혼, 가출 
생모)의 경우, 모두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회적 인
식은 물론 법적으로 이성(異姓)양자가 법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사실상 불가
능한 상황에 있었다. 그로 인해 20  친생모의 많은 경우가 가족법과 친
권에 한 개념상 재혼과 자녀 가운데 택일(擇一)을 해야만 했던 상황에 
있었고, 많은 경우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기혼 생모(A4), 이혼 생모(A10), 미혼생모(A9)의 사례가 
임신이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A4), 알지도 못하는 남성(A9, A10)에 의한 
강간에 의한 임신이었고, 그럼에도 이후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혹은 스스로 
당연히 그럴 경우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
하고 혼인을 하거나 동거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70년  후
반까지도 20세 전후의 여성을 길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강제적 성
관계로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임신을 하
게 되면 임신중절과 남성의 처벌이 아닌, 본인 혹은 가족의 판단이나 권유
로 혼인을 하거나 동거를 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친생모 자녀의 특성으로서 출생순서를 살펴보면 1970년  중반
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특징이 구분된다. 먼저 가족계획사업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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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난 이후 ‘세 자녀 갖기 운동기’ 던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표어
던 “세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표어가 등장하 으며, 
1970년 합계출산율이 4.3명이었던 시기 다. 이후 1972년부터 1976년까
지는 ‘두 자녀 갖기 운동기’로 접어들었으며 이상 자녀수 또한 2.8명으로 
줄어들었다202). 1972년 이전의 세 친생모 사례(A1, A2, A3)의 경우, 입양
된 네 명의 출생순서가 A1의 경우 1남4녀의 다섯째, A2는 2남4녀(입양 
당시의 4녀) 가운데 셋째, A3는 5녀의 다섯째와 넷째의 딸이 입양되었다. 
반면 1970년  중반 이후(1977년부터 1979년 시기)에 입양된 A4부터 
A10까지의 경우는 앞선 세 사례와 입양자녀의 출생순서가 낮아지는 양상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첫 번째 출생자녀인 경우가 부분이었다. 비율로는 
일곱 사례 가운데 일곱 친생모(A4, A5, A6, A7, A8, A9, A10) 모두가 첫 
번째 출산 자녀를 입양하 고, 예외적으로 A7만이 첫 번째 출산한 딸과 
두 번째 출산한 아들을 함께 입양 보냈다. 이러한 입양자녀 출생순서의 변
화는 이전의 다자녀를 출산하던 한국의 어머니들이 1970년 를 지나며 출
산자녀수를 급격히 줄이는 출산조절을 수용한 것과 당시 적극적으로 추진
된 가족계획사업의 향에 따른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해외입양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서와 관련해서 이 당시의 변화는 점차 적
은 자녀를 출산하던 당시 한국 모성의 체적인 변화 추세를 반 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모성 변화 추세는 친생모의 입양결정 자녀의 특
성에도 마찬가지의 변화와 향을 주어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던 1970년

 초반까지는 자녀 가운데 막내 혹은 어린 자녀, 성별로는 딸의 입양이 
이루어지던 것이 197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첫 번째 자녀의 입양이라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모성
과 출산양상의 변화가 친생모의 입양양상에도 동시에 향을 주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202) 자료: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가족계획’ 참조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224 -

사례 친생모
입양자
녀 성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입양
국가

A1
수잔 브링크(신유숙)의 

모(이옥수)
여

1966
(1966)

1963(추정)
(4세)

스웨덴

A2
『37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의 캘리 진 
(이명희)의 모(국금순)

여
1971

(1971)
1967
(5세)

미국

A3
『피의 언어』 제인 정 

트렌카(정경아)와 
정미자의 모

여
여

1972
(1972)

1972, 1967(추정)
(1세, 6세)

미국

A4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N

남
1977

(1977)
1976
(2세)

미국

A5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A

여
1977

(1977)
1976
(2세)

프랑스

A6
홀트상담사례집 

사례14
남

1979
(1979)

1974
(6세)

(미상)

A7
신성혁, 신성애 

남매의 모
남
여

1979
(1979)

1975, 1973
(5세, 7세)

미국

A8
『나는 누구인가』 리사 

울림 셰블룸(정울림)의 모
여

1977
(1979)

1977
(출산 직후)

스웨덴

A9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C

여
1979

(1980)
1977
(3세)

미국

A10
강태인 연구논문2

친생모 사례 N
여

1979
(1979)

1975
(5세)

프랑스

<표 51> 입양자녀 성별과 입양상담 당시 나이

   ② 입양자녀 성별과 입양당시 나이
 

 본 장에서 살펴본 친생모의 입양자녀의 성별 인원은 여아가 아홉 명, 남아가 
세 명이었다. 열 명의 친생모 가운데 A3과 A7의 경우 각각 자매와 남매를 입
양하 기 때문에 총 입양자녀 수는 열두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아홉 명이 여아 다. 
 입양자녀의 성별을 시기별로 1972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살펴보면 1972년 
이전에 세 친생모(A1, A2, A3)의 네 명 입양자녀는 모두 여아 다203). 다음으

203) 앞서 입양아동의 출생순서에 해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출생순서에 있어서
도 네 명 모두, 네 자녀 이상의 자녀 가운데 막내 혹은 막내 바로 위의 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1970년  초반까지 해외입양은 기혼생모가 경제적으로 어려
운 상황에 처할 경우나 남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자녀 가운데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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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72년 이후의 1977년부터 1979년까지의 일곱 친생모의 여덟 명 입양자
녀는 여아가 다섯 명, 남아가 세 명으로 1972년 이전에 비해 남아 비율이 조
금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양자녀 성별의 변화는 친생모 사례
별 상황과 입양 동기는 다양하지만 다자녀 가구에서 선택적으로 여아 자녀를 
해외로 입양 보낸다는 인식이 점차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친
생모의 현실적 양육의 어려움(미혼생모나 빈곤한 사별・이혼 기혼생모가 처한 
자녀 양육 상의 어려움)에 의해 입양을 보내어야 할 경우에 자녀의 성별에 관
계없이 입양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에 따른 향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2장 2절에서 살펴본 해외입양 시기별 성별 비율에 따르면, 1971
년부터 1980년 시기의 해외입양아동 성별 비율은 남아가 35.9퍼센트를 차지
하 고, 여아가 64.1퍼센트로 여아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 살펴본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에서는 1970년  열한 명의 입양 자녀 
가운데 여아가 여덟 명으로 72.7퍼센트로 해당 시기의 전체 여아 비율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 다. 그러나 1977년부터 1979년 시기만을 놓고 볼 때 해당 
시기의 여덟 명 가운데 여아가 다섯 명으로 62.5퍼센트로 70년  전체 시기
와 근사한 여아 비율을 보 다. 이를 통해 이 시기의 해외입양 아동의 성비와 
마찬가지로 본 절에서 살펴본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를 통해서도 성비에 있어
서는 여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점, 시기상 후반으로 갈수록 여아의 비
율이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 살피 해외입양 입양자녀를 입양상담 당시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다
양한 분포를 보 지만, 점차 저연령화가 진행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1970년 전후의 네 명 입양자녀의 연령은 1세와 4세, 5세, 6세로 4세 이
상이 세 명으로 3세 이하의 아시기를 지난 뒤의 입양인 경우가 많았고, 상

적으로 1세의 아는 한 명 뿐이었다. 반면, 1970년  후반에 접어들면 여
덟 명 입양자녀의 연령이 1세 한 명, 2세 두 명, 3세 한 명으로 네 명이 3세 
이하 으며, 5세 두 명, 6세와 7세가 한 명씩으로 네 명이 5세 이상이었다. 
이처럼 시기별로 197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4세~6세 사이의 입양이 많았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226 -

던 반면, 197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3세`~5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아입
양의 비율이 증가하는 저연령화 추세가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양자녀의 연령과 친생모의 특성을 연관지어 살펴보면, 이혼・사별・가출로 
인한 다섯 명의 무배우 기혼생모(A1, A5, A6, A7, A10)의 경우, 입양자녀 연
령이 2세 한 명, 4세 한 명, 5세 두 명, 6세 한 명, 7세 한 명으로 사별 생모인 
A5의 자녀 2세의 여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섯 명이 모두 4세 이상으로 상

적으로 입양상담 당시의 연령이 아기를 지난 높은 연령 의 분포를 보 다. 
세 명의 기혼 생모(A2, A3, A4)의 경우, 입양자녀 연령이 1세 한 명, 2세 한 
명, 5세 한 명, 6세 한 명으로, 아에 속하는 1세와 2세이거나 아기를 지난 
5세와 6세로 입양아동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연령의 자녀를 입양보내었다.
 한편 두 명의 미혼생모(A8, A9)의 경우, 입양자녀의 연령이 A8의 자녀는 해
외입양 연령은 3세 지만, 입양상담 시 연령은 A8가 출산 직후 아동상담소를 
거쳐 아동복리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출산 직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
른 한 사례인 A9의 경우 해외입양 연령이 3세로 같았지만, 출산 이후 1년 반 
동안 직접 양육을 한 다음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일시적으로 맡
기고 후에 찾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아시설)에 맡기고 난 후에 자녀가 3
세 때 입양을 결정하게 된 경우 다. 
 이처럼 미혼생모는 출산 직후와 3세에 입양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양육을 한 
후에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기의 친생모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 
직후에 입양상담을 의뢰한 경우도 미혼생모의 경우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9와 같이 임신 과정과 출산 이후의 양육이 어려운 상황 속의 미혼생모인 경
우에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던 경우처럼 미혼생모들 가운
데 양육을 모색하거나, 출산 직후에 입양상담을 받는 경우만 있었던 것이 아
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A9의 사례에서 미혼생모는 다른 무배우 기혼
생모들과 같이 배우자가 없이 20  초반의 연령으로 경제적으로 소득 활동은 
물론 주거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무
엇보다 자녀를 함께 데리고 양육과 경제활동을 함께 할 탁아시설 등을 통한 
모성보호를 기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A9는 경제활동을 위해 임시로 아
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이 결정이 의도하지 않았던 입양
결정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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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친생모와의 분리와 입양상담 시기와 해외입양 시점 사이 시간차
이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72년 이전의 친생모는 자녀와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상담을 거쳐 입양을 결정하고, 해외입양되는 
날까지 친생모와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77년 이
후의 일곱 친생모 사례의 경우는 직접 해외입양 출국을 지켜보거나 입양 당일
까지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한 사례도 없었다. 신 아시기의 양육이 어려
워 아동복지시설의 권유로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A7, A9), 출산 직후 친권포
기와 함께 아시설에 맡겨진 이후 시설에서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A8), 또는 
친생모, 경우에 따라 친생모의 가족이 직접 해외입양기관에 연락을 해서 상담
을 받고 자녀를 해외입양기관에 임시보호로 위탁을 한 상태로 입양상담을 진
행한 경우(A5, A6), 해외입양기관에 연락과 함께 바로 자녀를 맡기는 경우
(A4, A10)로 친생모가 입양을 상담 받고 결정하는 시기가 해외입양 시기와 
분리되었으며, 입양상담 기간 아동의 보호양상도 직접 양육 상태를 유지한 사
례가 거의 없이 입양상담과 동시에 자녀를 입양기관에 위탁하고 입양상담을 
종료하거나, 경우에 따라 위탁 상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
에서 입양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로 그 양상이 변화하 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친생모가 여러 이유로 양육과 자녀의 보호가 어려운 경우
가 늘어났던 점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친생모와 입양자
녀 간의 분리가 점차 앞당겨진 것은 아자녀의 입양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과 함께 친생모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이나 주거조건, 친생모가 사회적으로
는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예전에 비해 친생모의 원가족(부모나 자매, 형제)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지원도 
기 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 등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이 시기 친생모 특히 1970년  후반의 일곱 친생모 사
례를 살펴보면, 출산 직후에 입양상담을 받았던 A8의 경우를 제외한 여섯 친
생모 모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원가족, 친적, 지인의 도움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활동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다
른 전적으로 자녀를 맡아 돌봐줄 원가족의 지원이 부재할 경우 사실상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과 자녀의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었으며, 또한 탁
아시설에 한 인식을 가지고 맡길 것을 고려하거나 탁아시설에 맞기며 경제
활동과 양육을 병행하기를 시도한 친생모는 전무했다. 이럴 경우 친생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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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선택은 입양과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서 자녀를 가끔 찾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이 경우 미혼생모(A9)이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배우자마저 가출을 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A7) 아동복지시설이 탁아기능을 신할 유일한 기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204). 
 본 절에서 살핀 친생모 사례를 통해 이 시기의 많은 해외입양 친생모들이 
아를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나,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에 이들에게 제도화된 탁아시설이나 모성보호 제도가 부재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모자복지 지원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원가족이
나 친척의 도움마저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친생모는 어린 자녀에 한 돌봄과 
생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고,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자녀의 입양을 통한 보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3. 친생모, 요보호아동, 입양의 관계

  (1) 친생모 특성과 요보호아동 발생의 관계

 한국 해외입양 친생모가 어떠한 과정으로 자녀를 입양보내었는지는 왜 그들
이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연구와 기록이 부족한 상황이
다. 이어서는 3세 이하의 아동을 상으로 운 된 아시설의 입소아동수 추
이에 주목하여 해외입양 친생모들이 어떠한 방식과 과정으로 자녀를 해외입양 
보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04) 본 장에서 다루는 1960년  후반부터 70년  시기에는 아시설에서는 임시적으
로 수용의 목적으로 운 될 경우 탁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수용 가능 인원이 
넘을 수밖에 없자 어쩔 수 없이 입소를 위해서는 사실상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분
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부모가 양육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를 기아의 형태로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켜야 했으며, 이는 결국 탁아
시설의 부족과 함께 아시설의 일시보호 기능의 부재가 결합하여 많은 아 기아 
발생 형식의 위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당시의 아사업 관련 세미나에서 논의가 되
는 상황이었다고 1968년 5월 경향신문의 기사는 전하고 있다(경향신문 1968. 5. 4 
“어린이와 어머니, 5월은 푸르고나[푸르구나_연구자 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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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유형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아시설
입소아동 6,187 4,466 4,728 4,988 4,219 3,988 4,294 5,111 4,268 4,825

기아 4,860
(78.6)

2,369
(53.0)

3,669
(77.6)

3,900
(78.2)

3,545
(84.0)

3,464
(86.9)

3,249
(75.7)

3,239
(63.4)

3,058
(71.6)

3,916
(81.2)

고아 321
(5.2)

300
(6.7)

479
(10.1)

288
(5.8)

104
(2.5)

142
(3.6)

195
(4.5)

149
(2.9)

65
(1.5)

183
(3.8)

전입 549
(8.9)

536
(12.0)

431
(9.1)

636
(12.8)

321
(7.6)

314
(7.9)

394
(9.2)

636
(12.4)

648
(15.2)

413
(8.6)

부랑・위탁・
기타 합계

457
(7.4)

1,261
(28.2)

149
(3.2)

164
(3.3)

249
(5.9)

68
(1.7)

157
(3.7)

206
(4.0)

240
(5.6)

389
(8.1)

<표 52> 아시설 입소아동 유형별 비율 (1964년~1973년)

<그림 73> 아시설 입소아동 유형별 비율 
(1964년~1973년)

 먼저 아래의 <표 52>와 <그림 73>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의 아시설 입
소아동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를 통해 아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부분
이 고아나 부랑아, 위탁아가 아닌 기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인
식되는 아동복지시설에 고아가 아닌 아동, 그것도 불분명한 사유로 버려진 아
동을 의미하는 기아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를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렇
게 많은 ‘기아’가 아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을지에 한 의문은 다음의 <표 
53>과 <그림 74>의 아시설에 입소했던 아들의 퇴소 양상을 통해 일정 정
도 답할 수 있다. 

205)

206)

205)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수용자 동태, 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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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유형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아시설
퇴소아동 4,870 4,744 5,388 4,716 5,608 5,928 5,542 5,976

육아시설로 
전소

1,405
(28.9)

1,062
(22.4)

1,652
(30.7

1,314
(27.9

1607
(28.7)

1,643
(27.7)

1,162
(21.0)

798
(13.4)

입양 805
(16.5)

1,003
(21.1)

1,393
(25.9)

1,422
(30.2

1641
(29.3)

1871
(31.6)

2,352
(42.4)

3,274
(54.8)

부모 및 
연고자 인도

502
(10.3)

581
(12.2)

726
(13.5)

537
(11.4)

490
(8.7)

556
(9.4)

843
(15.2)

829
(13.9)

사망 365
(7.5)

327
(6.9)

214
(4.0)

169
(3.6)

177
(3.2)

265
(4.5)

130
(2.3)

99
(1.7)

수용해제, 정착, 
거택구호, 도망 

및 기타
1,793
(36.8)

1,771
(37.3)

1,403
(26.0)

1,274
(27.0)

1,693
(30.2)

1,593
(26.9)

1,055
(19.0)

976
(16.3)

<표 53> 아시설 퇴소아동 유형별 비율 (1966년~1973년)

 <표 53>에 따르면 아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들 가운데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6년 16.5퍼센트에서 1970년 29.3퍼센트, 1973년에는 54.8퍼센트
로 절반 이상의 아동이 입양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반 로 육아시설로 옮겨가는 비율은 1970년  접어들면서 낮아지기 시
작해 1973년에는 13.4퍼센트로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부모나 
연고자에게 인도되는 경우는 10퍼센트 내외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사망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져 1966년 7.5퍼센트에서 1970년 3.2퍼센트, 1973년에는 
1.7퍼센트로 크게 낮아진 양상을 보 다. 
 주목할 점은 아시설과 관련된 보건사회연보의 자료가 1973년을 끝으로 기
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197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아시설에 입소
하는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이때 아의 주요 퇴소 사유가 입양이라는 점이
다. 왜 이러한 양상이 진행되었을지에 해 현재의 자료로 더 많은 추정은 어
렵지만, 해외입양 친생모의 증가가 요보호아동으로서 아시설 입소아동의 수
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7)

206) 자료: <표 52>와 동일함.
207)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수용자 동태, 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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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보호자 인도

아・육아시설
입소 및 위탁양육
(아동시설 입소)

국내 및 해외입양
(일시보호 및 입양) 

합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합계 (비율, %) 합계 (비율, %) 합계 (비율, %)

1966
168
(2.3)

208
(2.9)

3,553
(49.0)

3,036
(41.9)

132
(1.8)

154
(2.1) 7,251

376 (5.2) 6,589 (90.9) 286 (3.9)

1967 137
(2.1)

183
(2.8)

2,903
(44.8)

2,430
(37.5)

424
(6.5)

403
(6.2) 6,480

<표 54> 기아 아동에 한 유형별 보호 추이 (1966년~1973년)

<그림 74> 아시설 퇴소아동 유형별 비율 
(1966년~1973년) 

208)

 앞선 <그림 7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시설의 입소아동수와 퇴소 시 입
양되는 아동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이를 아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입양, 더 
정확히 해외입양 과정으로서 아시설에 입소한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
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아시설 입소아동이 해외입양기관의 위탁을 받아 아
동을 보호하기도 한 점이나, 해외입양기관 자체적 아시설과 위탁보호가정을 
통해 아시설에 입소되는 아동을 직접 보호한 점, 또한 비슷한 수의 아시
설이 운 되었음에도 1972년과 73년을 기점으로 입양되는 비율과 수가 증가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해외입양기관과 해외입양이 아시설과 직접적인 관련
성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208) 자료: <표 53>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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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4.9) 5,333 (82.3) 827 (12.8)

1968
111
(1.9)

185
(3.1)

2,628
(44.3)

1,984
(33.5)

483
(8.1)

538
(9.1) 5,929

296 (5.0) 4,612 (77.8) 1,021 (17.2)

1969
165
(2.9)

197
(3.5)

2,401
(42.2)

1,869
(32.9)

632
(11.1)

422
(7.4) 5,686

362 (6.4) 4,270 (75.1) 1,054 (18.5)

1970
226
(4.3)

226
(4.3)

1,983
(37.8)

1,479
(28.2)

816
(15.5)

520
(9.9) 5,250

452 (8.6) 3,462 (65.9) 1,336 (25.4)

1971
257
(4.8)

259
(4.8)

2,029
(37.5)

1,357
(25.1)

870
(16.1)

632
(11.7) 5,404

516 (9.5) 3,386 (62.7) 1,502 (27.8)

1972
322
(5.3)

263
(4.4)

2,084
(34.6)

1,415
(23.5)

1,180
(19.6)

760
(12.6) 6,024

585 (9.7) 3,499 (58.1) 1,940 (32.2)

1973
220
(3.9)

247
(4.4)

766
(13.6)

783
(13.9)

2,218
(39.4)

1,392
(24.7) 5,626

467 (8.3) 1,549 (27.5) 3,610 (64.2)

<그림 75> 기아 아동에 한 보호 유형별 증감 추이 
(1966년~1973년)

209)

210)

 아시설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와 해외입양알선기관을 중심으로 한 입양상
담체계가 상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입양상담체계에서 직접적 아동보호체
계 내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입양 전 보호를 통해 아동을 상담수용(受容) 

209) 비고: 기아 내 기타 제외 수치임,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기아 취급상황”
210) 자료: <표 54>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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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아동수 아시설 
입소아동경찰청 보사부 법무부

1966 - 7,284 - 4,728

1967 - 6,526 - 4,988

1968 - 5,976 - 4,219

1969 - 5,743 - 3,988

1970 - 5,788 - 4,294

1971 - 5,525 - 5,111

1972 - 6,211 - 4,268

1973 - 5,941 - 4,825

1974 1,303 5,935 - 4,546

1975 1,141 7,347 - 5,118

1976 1,002 6,631 6,585  4,356

1977 790 7,115 6,326  4,401

1978 614 6,239 5,248  9,052

1979 582 7,763 4,836  7,446

<표 55> 기관별 기아 통계와 아시설 입소아동수 추이 
(1966년~1979년)

및 위탁보호를 하고 입양하기 시작하 다. 
 다음으로 아래 <표 55>와 <그림 76>은 1966년부터 79년 사이의 국내에서 
집계된 다양한 기아 통계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를 통해 기아의 세 유형이 존
재하 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추이와 앞서 살펴본 아시설 입소
아동 수를 함께 살펴보았을 때, 보사부 기아 아동수와 아시설 입소아동수 
사이에 일련의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사부 기아 아동수는 경찰청의 
기아, 즉 실제로 유기되어 발견된 기아의 수와 체로 열 배 가까운 차이가 
있었다. 즉, 보사부의 기아는 실제로 유기된 기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사부 기아의 수는 아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에서 일정 
정도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211)

211) 자료: ① 기아 아동수: 청소년 책위원회, 1985;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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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기관별 기아 통계와 아시설 
입소아동수 추이 (1966년~1979년)

  212)

 이러한 양상을 통하여 보사부의 기아가 유기되는 아동으로서 기아가 아닌 다
른 어떤 과정의 아동이며, 그 수가 1970년 에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었으
며, 197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1970년 에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 던 아동보호방식이었던 해외
입양기관의 아동상담과 아시설 입소가 관련성이 높았던 것을 고려할 때 상
당한 개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의 해외입
양 친생모의 입양결정과 아시설 입소추이, 해외입양을 포함한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 추이의 상관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2) 친생모 특성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관계

 1975년 8월 19일 『중앙일보』는 “미혼모 급증… 3년 동안 배로”라는 기사를 
통해 1972년부터 1975년 중반까지의 상담소를 찾은 미혼모 숫자를 연도별로 
비교해 “1972년 1천명, 1973년 1천63명, 1974년 1천7백47명 그리고 1975년 
6월말 현재 ‘벌써’ 1천2백32명”이라고 보도하 다. 이 보도에서 소개한 자료
는 3개 해외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와 
미혼모 보호시설인 구세군여자관, 애란복지회[애란원_연구자 첨] 포함 다섯 곳

은, 2016: 200. ② 아시설 입소아동: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수
용자 동태, 아시설”

212) 자료: <표 55>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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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입양상담
친생모 수 38 56 294 421 876 1,403 1,854 1,839 2,080 2,447 3,025 2,634

<표 56> 입양상담 친생모 증가 추이 (1968년~1979년)

의 미혼모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의 자료를 취합한 것이며, 수치에 미혼모 상
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기관으로 동방사회복지회를 언급하
고 있다. 1970년  미혼모 수치를 파악하고 보도한 정부자료는 없지만, 당시 
입양기관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김근조(1984: 5)의 논문에 따르면 1976년부
터 1981년 사이의 4개 입양기관을 통한 미혼모 수치는 아래 <표 56>과 같다.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친생모 수의 지속적 증가는 앞서 살펴본 보사부 기아와 

아시설 입소아동의 지속 및 입양상담 친생모 수의 증가는 이 시기의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이 증가가 이루어진 상황을 설명해준다. 즉, 입양특례법 상 입양의 부
분을 수행했던 해외입양기관들은 1970년  이전에는 입양될 아동을 주로 기아나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의뢰 또는 수용해왔다. 그러나 1970년 에 접어들면서 정부
의 요청에 따라 해외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은 물론 입양상담, 미혼모상담 사업에 참
여하면서 점점 더 많은 친생모가 직접적으로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해외로 
입양보내게 된 것이다.  
 

213)

 <표 57>은 보사부 기아 아동수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유기된 아
동이 아니라는 점과 아시설 입소아동 및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과 그 지속성
과 규모, 증가 시기 등에서 상당히 접한 관련성을 가졌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의 해외입양 친생모들은 자녀를 유기한 것이 아
니라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의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사
실은 여러 통계값을 통하여 기아의 의미가 유기된 아동의 수를 의미하지 않았
다는 점이며, 다른 한편으로 가장 주요한 기아 수치인 보사부 기사 아동수가 
해외입양기관의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과 일정한 상관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213) 자료: ① 1968년~1975년: 해외입양기관 및 미혼모 보호시설 관련 통계 자료 친
생모 자료 집계 [참고 자료: 김은실・최종숙, 1971; 성 혜, 1975; 유유박, 1980; 
장소 , 1976] ② 1976년~1979년: 김용숙, 1982: 110 “4  해외입양기관 미혼모 
상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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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보사부
기아

아시설 
입소아동

입양상담
친생모 수

입양특례법상 입양

국내입양 해외입양 국내・해외
입양 합계

1966 7,284 4,728 - 943 494 1,437
1967 6,526 4,988 - 1,011 626 1,637
1968 5,976 4,219 38 1,237 949 2,186
1969 5,743 3,988 56 1,553 1,190 2,743
1970 5,788 4,294 294 1,724 1,932 3,656
1971 5,525 5,111 421 1,732 2,725 4,457
1972 6,211 4,268 876 2,151 3,490 5,641
1973 5,941 4,825 1,403 3,072 4,688 7,760
1974 5,935 4,546 1,854 2,685 5,302 7,987
1975 7,347 5,118 1,839 1,877 5,077 6,954
1976 6,631 4,356 2,080 1,386 6,597 7,983
1977 7,115 4,401 2,447 3,079 6,159 9,238
1978 6,239 9,052 3,025 3,522 5,917 9,439

<표 57> 보사부 기아, 아시설 입소, 미혼모, 입양특례법상 입양 추이 
(1966년~1979년)

<그림 77> 보사부 기아, 아시설 입소아동, 입양
상담 미혼생모 추이 (1966년~1979년)

이는 결국 해외입양 친생모들의 유기 담론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

214)

214) 자료: <표 57>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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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7,763 7,446 2,634 3,660 4,148 7,808
평균 6,430 5,096 1,414 2,117 3,521 5,638

215)

 본 장에서 정부의 해외입양 감축 정책이 본격화되어 감에도 해외입양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았던 것은 해외입양 친생모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
지는 상황 속에 더 많은 친생모가 입양을 의뢰하는 양상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79년 8월 언론보도216)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입양
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감축 정책을 추진하 지만, 국내입양 확  정책
이 초래한 해외입양 상담기관의 전국적 확 로 인해 친생모가 입양을 통한 자
녀의 보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던 친생모가 입양상담을 위해 
해외입양기관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해외입양 감축 정책이 역설적으로 해외입
양기관의 입양상담 기회를 확 하 고, 이는 결국 정부의 적극적 해외입양 억
제 정책은 친생모의 현실에 한 인식과 지원의 부재와 결합하면서 서서히 정
책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해외입양의 감축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5절. 소결

 본 장에서는 친생모 모성의 입장에서 1966년 이후 해외입양 증가, 그리고 
1970년  중반 정부의 해외입양 감축정책 이후에도 해외입양이 줄어들지 않
고 오히려 늘어난 점을 주목하 다. 분석을 통해 친생모 입양결정의 지속과 
확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아동보호 체계의 불안정이 지속된 가운데 아동복리시설의 감소와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조직 확대는 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입양 친생모를 
꾸준히 확대시켰다. 1960년  후반 외원단체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아 및 육

215) ① 보사부 기아: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② 아시설 입소아동: 해당 연도 보건
사회연보. ③ 입양상담 친생모 수: 각주 218과 동일함. ④ 입양특례법상 입양: 재
외동포재단, 2006 

216) 자료: 동아일보 1979. 8. 24 “불우아동 수용시설 태부족”; 경향신문 1979. 8. 30 
“버려진 생명…정박아(精薄兒)– 집단암매장 사건을 계기로 본 보육원 실태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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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설 시설수와 수용 정원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이후 요보호아동 발생이 연
령별로 조적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3세 이하의 아동을 상으로 하
는 아시설은 입소아동이 증가한 반면, 3세 이상 아동 상 육아시설의 경우
는 입소하는 아동의 수가 감소하 다. 이러한 연령별 요보호아동 발생과 아동
복리시설 입소 양상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당시의 요보호아동 발생이 점차 아
동복리시설에서 거주하는 보호 방식보다는 해외입양 이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재편된 양상에 따른 것이었다. 즉, 친생가족 내에서 보호와 국내의 아동복리
시설 내 보호가 불안정한 당시의 조건 속에서 해외입양 친생모들은 해외입양
이라는 새로운 보호방식을 통해 특히 여아 자녀의 입양의뢰를 지속 및 확 하
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동기에서 해외입양이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는 해외입양 감축정책
을 도입하여 국내입양의 확 를 통해 해외입양을 감축 및 체하고자 했다. 당
시 이러한 국내입양 확 를 담당한 해외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국내입양 촉진
을 위한 아동상담소 확 와 국내입양 홍보를 강화했지만, 국내입양의 증가는 
해외입양을 체할 수준으로 늘지 못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해외입양을 의뢰
받은 아동수만 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당시의 입양정
책이 요보호아동의 친생가족에 한 예방적 차원의 가정 내 보호・지원이 사실
상 전무(全無)한 상황 속에서, 이미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국내와 해외의 가정
으로 입양을 통해 줄이고자 한 정책적 접근이 가진 한계에 따른 것이었다. 
 둘째, 해외입양 친생모에 대한 보호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불평등한 모
성 법제 속에서 전반적으로 친생모가 직면한 모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지체
되면서 해외입양 친생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가족법 내의 호주제의 모순에 
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계 중심적 인식과 모권(母權)에 한 법적・사회문화
적 차별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 주도적 가족계획사업이 
확 되어 갔지만 산아 제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피임, 
임신중절 등 재생산권에 한 인식이나 권리에 한 이해는 미뤄지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특히 미혼여성의 임신에 한 선택권과 이를 뒷받침할 피임
에 한 이해는 공백 상태에 머물렀으며, 임신중절에 한 접근 또한 제한적
이었다.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기혼여성이나 미혼가정의 어머니가 자신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사회적 지원이 부재하 으며 특
히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맡길 탁아시설이 거의 없었다. 특히 이 시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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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시설 확 계획이 남북 분단 상황과 이어져 이념적 편견까지 결합되었다. 
그 결과 탁아와 같은 ‘집단적 아동보호’는 공산주의 사회나 북한에서나 가능
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한
다는 가족 보호의 강조 속에 사실상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맡겨졌고 탁아시설의 확 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미혼모 보호시설이 설립되고, 미혼모 상담사업이 점차 확 되는 등 미
혼모 보호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이 시기의 미혼모 보호사업은 부분 입양 외
의 선택에 해서는 지원이 없는, 사실상 입양을 전제로 한 보호에 가까웠다. 
이전에 비해 미혼모에 한 지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입양상담에 

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미혼모 보호시설의 규모가 적고 상황이 열악해 충분
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 친생모인 미혼모나 
빈곤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혀 없었고, 이러
한 양육 지원의 부재와 해외입양 중심의 미혼모 상담의 확 는 이전 시기까지 
전쟁고아와 두 부모가 모두 사망한 고아, 또는 혼혈아동을 상으로 하는 것
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에서 점차 자녀 양육이 어려운 한국계 자녀를 둔 가정
이 선택할 수 있는 아동보호 방식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 
 셋째, 사회문화적 재현 속에서 해외입양 친생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늘어
난 반면 해외입양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해외입양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었다. 이 시기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재현되는 해외입양 친생모
들은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머니이자 미혼모로 정형화되는 가운데 
이들에 한 비난이 늘어났다. 또한 미혼생모뿐 아니라 양육을 포기한 기혼의 
생모에 한 우려와 비난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아동의 가족 및 사
회복리시설의 열악한 현실 속에 해외입양을 사회적・정책적으로 수용했던 것
이었음에도 해외입양 증가의 책임은 부분 ‘아이를 버린’ 친생모들 때문인 
것으로 돌려졌고, 친생모 가운데에서도 성(性)적으로 문란한 것으로 여겨지던 
10  미혼생모들에게 전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  후반 해외입양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입양에 한 사고(事
故) 사례 또한 함께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외입양 재현에 있어서는 사
회적 인식 속 해외입양은 입양가족과 입양국에서 기 되는 교육 및 의료적 혜
택 속에 ‘잘사는 나라’의 ‘행복한 가정’에서의 삶과 동일시되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던 당시의 한국에서 부분의 친생모와 친생가족이 처한 (상 적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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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절 적) 빈곤 상황과 해외입양아동을 맞이한 외국의 입양가족의 상황이 
비되면서 해외입양에 한 기 와 선망은 확 되어 갔다. 
 넷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 해외입양 친생모들은 해외입양 
이외의 지원이 사실상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고, 입양을 통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상담・의뢰하는 친생모가 늘어나
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입양상담을 의뢰한 친생모 통계에 따르면, 연령별로 10

의 비율이 10~20퍼센트 수준으로 높지 않았으며, 20 의 친생모가 전체의 
50~60퍼센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20  중에서도 20세에서 24세의 비
율이 전체의 30~40퍼센트, 25세에서 29세까지가 20퍼센트의 비율을 보 다. 
30  이상의 입양상담 친생모 비율도 30퍼센트 수준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40  이상의 비율은 전체의 10퍼센트 내
외로 이 시기 한국의 해외입양 친생모는 10 에서 40 까지 다양한 연령별 
분포를 보 던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지위에 따른 입양상담 친생모 비율에 있어서 이 시기의 친생모의 30~40
퍼센트가 기혼생모 으며, 미혼생모는 60퍼센트 내외 으며, 그 외에 부모에 

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5~10퍼센트 다. 이는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고아나 부모로부터 유기되어 관련된 기록이 없이 해외로 입
양되었을 것이라는 입양 상 아동에 한 일반적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부모 
특히 어머니(친생모)가 생존해 있었던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으로 부분을 차
지했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입양 상 아동이 되었던 사유에 있어서는 전체의 50퍼센트가 무계획 임신에 
의한 입양으로 그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빈곤에 의한 경우가 
15~20퍼센트, 가정파탄・이혼이 25퍼센트 으며, 양부모 모두 사망한 아동의 
입양상담 비율은 8퍼센트 정도 다. 이처럼 무계획 임신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 
한 것은 가족계획사업의 확 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친생모가 임신과 피임, 임신
중절 등 재생산에 관한 조절과 선택권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컸던 상황을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계획 임신이 아닌 경우에는 가정파탄・이혼, 빈곤에 
의한 경우의 합이 40~45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사망에 의한 경우는 8
퍼센트 가량이었다. 이를 통해 임신 및 재생산권, 계층이나 혼인지위에 따른 어
려움에 의해 해외입양을 선택한 경우가 부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1960년  말과 1970년  초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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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상의 자녀를 둔 30 의 기혼 유배우 친생모 또는 사별한 친생모들이 4
세에서 6세 사이의 딸을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1970년  중후반
의 친생모 사례에서는 20  중반과 후반의 사별, 이혼, 미혼 등 보다 다양한 
혼인지위의 친생모가 3세에서 5세 사이의 첫째 자녀를 남녀 비슷한 성비로 
입양 보내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요보호아동 통계와 친생모 통계, 해외 및 국내입양 통계 추이를 통하여 당시
에 기아(棄兒)로 집계된 아동은 실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유기된 다음 ‘발견
된 경우’와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을 통해 ‘맡겨지는 경우’의 아동 사례를 모
두 포함한 것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부분의 기아 아동은 후자인 해외입양기관
의 입양상담의 확 와 함께 증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의 양적 증
감과 증감 시기의 변화를 통하여 해외입양 친생모에 의해 입양상담・의뢰 된 
아동은 해외입양기관에 맡겨진 이후 아시설에 입소된 이후 해외 및 국내 가
정으로 입양되어 가는 절차를 거쳤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1966년부터 1979년 시기에는 자녀의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생모가 선택 가능한 입양 이외의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해
외입양에 한 기 와 선망이 늘어나고 정부 및 해외원조에 의한 국내 아동복
리시설에 한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국
계 자녀를 둔 친생모들이 점차 자신이 자녀를 적절히 보호・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외입양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한편, 해외입양이 점차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해외입양기관을 통한 국내입양 확 정책
을 추진하 지만, 해외입양 억제를 모색했던 정부의 일련의 감축정책은 친생모 
증가의 실질적 원인과 맥락을 파악하고 응하지 못한 한계로 인해 결과적으
로는 해외입양기관을 찾아 입양을 의뢰하는 친생모의 증가로 이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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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해외입양 자율화와 친생모 입양결정의 지속, 
1980년~1987년

 본 장에서는 한국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의 65년이 넘는 기간 가
운데 가장 많은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1980년부터 1987년까지를 다룬다. 고
작 8년 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해외입양 아동이 총 5만5천8백57명, 연평균 
6천9백82명에 달했다. 이 시기에 해외입양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먼저 1절에서는 이 시기의 해외입양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당시 ‘해외입양 자율화’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뀐 이
후 해외입양 및 아동복지 현장, 특히 요보호아동 발생 추이와 해외입양기관의 
활동,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양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주목해 
살필 것이다. 다음 2절에서는 해외입양 친생모의 제도적 조건으로서 당시 강
화된 근 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모성책임이 강조되던 상황과 함께, 정부
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구증가억제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기혼・미혼의 여
성들의 피임과 임신중절 양상에 끼친 향을 살펴보고, 새마을유아원을 통하
여 유아교육과 탁아사업의 병행을 모색하 던 정책의 성과와 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해외입양 친생모를 상으로 한 보호사업이 점차 다각화되었음
에도 여전히 기혼과 미혼의 친생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 인식이 여전히 부재했던 당시의 상황을 살핀다.
 3절에서는 언론 보도에 재현된 해외입양 친생모와 해외입양에 한 인식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해외입양 친생모가 미혼생모와 동일시되면서 점차 미혼
의 임신을 한 경우에 해외입양이 당연시 되어갔던 양상을 살핀다. 한편 한국 
아동을 입양한 해외의 입양가정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을 위한 ‘정
상가정’의 전형으로 인식・재현되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해외입
양기관의 친생모 통계와 구체적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들을 통하여 당시 해외
입양 친생모들이 입양을 결정하게 된 상황과 친생모 및 입양자녀의 특징이 어
떻게 변화하 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친생모의 입양결정 변화가 요보
호아동의 발생이나 해외입양 증가와는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를 검토함으로
써 어떻게 단기간에 급격한 해외입양 증가가 가능했으며, 이때의 해외입양 친
생모들은 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주목해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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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아동복지 대상의 확대와 해외입양 정책의 급변

 1. 아동복지 확대와 해외입양의 자율화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일반아동 보호의 확대

 1980년 는 한국전쟁 이후 상 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역의 외곽에 머물러 
있던 아동복지가 정책적 주목을 받으며, 정부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시기
다. 이는 이전까지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아동복지에서 일반 아동으로 그 정책 

상이 확 되었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이전의 정책적 무관심에 의
해 해외입양이 증가했다는 설명과 달리 이 시기의 해외입양 급증은 당시의 아
동복지에 한 관심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
책적 관심의 공백이 아닌 다른 어떤 요인과 관계에 의해 해외입양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내용은 당시의 요보호아동으로서 기아와 
미아, 합해서 기・미아(이하 기미아)의 발생양상의 변화와 해외입양의 급증이 
이뤄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980년 는 1979년 10월 10・26사건으로 인한 유신체제 종식과 뒤이은 신
군부의 집권과 함께 시작되었다. 10・26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적 과도기
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치와 민주화를 맞이하려 했다. 그러나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월 5・17 비상계엄 전국 확 , 그리고 그에 항거한 5・
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을 통하여 신군부(新軍部)가 등장하면서 군부 
통치가 연장되었다. 1981년 3월 3일 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로 
시작된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국정지
표로 삼고 사회복지의 국가책임 원칙217)을 선언하 다. 당시의 사회복지에 
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각종 법률을 제정・개정하
는 등 앞선 제3, 제4 공화국에 이은 유신(維新) 시기에 누적되었던 경제성장 

217) 당시 8차 개정 헌법 제32조에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책임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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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기아 급증과 아동복지시설 감소로 인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한 기사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적 모순과 갈등에 한 국가적・제도적 응의 필요라는 
시 적 요구가 반 된 것이었다218).

219)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의 강조는 법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는데, 1981년 아동복
지법(1981년 4월 13일 전부개정, 1981년 4월 13일 시행, 법률 제3438호) 제
정을 시작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6월 5일, 법률 제3452호)과 노인복지법(6월 
5일, 법률 제 3453호) 제정에 이어, 사회복지사업법(1983년 5월 12일), 생활
보호법(1983년 12월 30일)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위 <그림 78>의 기사 보도 
내용과 같이 1980년 연말 전두환 정부는 전국적으로 고아원(주로 아동복리시
설로서 아시설과 육아시설)에 수용된 기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아동
시설은 줄어들고 있어서 시설은 초만원 상태일 뿐 아니라, 수용되어 있는 아
동의 보호 수준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는 이러한 아동
복지 상황을 지적하면서 아동복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동아일보 1980. 12. 8). 1980년  초반의 사회복지 제도 변화 가운데 
해외입양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법률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전면 

218) 다른 한편에서는 제5공화국의 복지정책 확 가 시 적 사명을 다한다는 명분으
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이성
기, 1988:20).

219) 자료: 동아일보 1980. 12. 8 “아동복리법 개정 배경, 기아 급증…해마다 8천명” 
사진 설명: 기아는 계속 늘어나 고아원마다 초만원을 이루는 가운데 부분의 수용 
어린이들은 인간적 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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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 제정한 『아동복지법』이다. 제정 아동복지법(이하 아동복지법)은 ‘요보
호아동’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 아동복리법을 ‘아동 일반’의 건전한 육성과 전
체 아동복지의 적극적 증진220)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당시 1970년 5
천7백43명이던 것이 1978년에는 7천백15명으로 증가하는 등 기아 발생의 증
가가 사회문제로 두되는 등, 경제성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 양상
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 따른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아동복지를 주
관하는 정부 부처로서 보사부가 아동복지법으로의 변화를 모색한 것은 한 해
에 수천 명의 기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아동을 위한 사회적 수용에 심각
한 공백이 이어지자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요보호아동
이 되기 이전의 일반 아동에 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관점의 변화를 모색한 
결과 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227-228).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의 강조는 1970년  전후의 외원기관의 철수 이후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요보호아동에 한 보호의 공백은 
이어져 왔으며, 요보호아동의 보호에도 충분한 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
반 아동에 한 보호의 확 는 지속적인 필요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
지 못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통해 이전부터 과제
로 지목되었던 일반 아동으로의 보호를 결정하고 이를 법제화 한 것이다. 
 1980년 9월 11  통령에 취임한 이후, 다시 1981년 3월 3일 12  통령
에 취임한 전두환 통령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만인 4월 13일에 개정과 동시
에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기존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었다. 이러
한 아동복지의 법제 변동에는 전두환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행정 가운데 
아동복지에 한 관심과 추진 의지가 높았음을 반 한 것이자, 기존의 아동복
지와는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 결과 다. 제정 아동복지법의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종전의 아동복리법은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
어 그동안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220)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모든 아동에 한 복지는 법률의 기본 이념으로써만 강조
될 뿐 전체적 내용은 종래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
가되기도 했다. 이는 아동권리에 한 규정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아동권리의 실
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나 책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원 희, 198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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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
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
적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
 ① 법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함.
 ② 보호 상범위를 요구호아동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 아

동으로 확대함.
 ③ 아동의 보호·육성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공동

으로 지도록 함.
 ④ 5월 5일 어린이날에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⑥ 새마을부녀회직  어린이집 등 무료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그 시설을 설치·운 할 수 있도록 함. (이
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제정 이유, 검색
일 2020년 5월 12일).(강조는 연구자)

 보사부가 미흡한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아동복지법은 그 내용
에 있어서 상 범주를 요보호아동에서 18세 이하의 일반 아동으로 확 하고, 
요보호아동 중심의 단순 구호 성격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적삼고 있었다. 이를 
위해 법의 제명을 변경하 을 뿐 아니라, 보호 상범위를 전체아동으로 확
하 으며, 아동의 보호·육성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등 아동복지 개선에 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 다221). 

221) 이 시기의 아동복지 정책이 요보호아동에서 일반 아동으로의 상 범주를 변
화・확 시켰다는 점에는 체로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실질적 효과
에 해서는 입장이 나뉜다. 이때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포함한 전
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것이 실질적 아동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었
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에 한 정부의 지원이 정체된 상태
에서 질적으로는 보다 나은 아동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질적 측면과 다른 측면에
서 상 범주의 확 를 통한 요보호아동을 포함 전체 아동을 상으로 하는 양적
인 측면이 각각 어떠한 변화를 보 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재정적 
투입은 어떠하 는지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질적 개선을 위해 시설 정원과 시
설을 줄이려 하거나 열악한 아동시설의 시설정비와 폐쇄, 그리고 형아동복지 시
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로의 아동시설 양극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경향신문 1981. 9. 17 “연말까지 부실 복지단체 폭 정비”; 경향
신문 1981. 12. 8 “비상… 구멍 뚫린 아동복지”; 동아일보 1981. 9. 25 “7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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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발생의 지속과 증가에 의해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법 제정의 의의
에 한 평가는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법 제정과 
정부의 일반 아동의 보호 확 를 위한 관련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기미아 발생이 1980년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
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왜 그처럼 제5공화국 초기의 적극적 관심 속에 추진 
이후의 요보호아동이 발생의 특징을 통해 어떠한 당시의 아동복지 상황 변화
가 있었고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살필 해외입양 증가 및 친생모 입양결정과 어
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볼 것이다. 

  (2) 해외입양 패러다임의 전환과 해외입양 자율화

 1970년  중반 이후 해외입양 감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각종 정부 차원의 해
외입양과 국내입양 간 체 정책222)은 1980년  전두환 정부 등장을 전후하
여 관련 부처와 정부의 정책 방향 선회를 통하여 정책 목적은 물론 정책을 접
근하는 패러다임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급변하 다223). 해외입양 자율화
의 명분은 ‘이민확  및 민간외교’ 차원에서 해외입양을 접근하는 것으로 기
존의 해외입양 접근과는 크게 달랐다. 당시 정부는 일련의 해외입양 정책 방

후 10년 동안 기아는 늘고 수용시설은 줄어” 참조). 그로 인해 아동복지법의 제정 
이후 변화와 성과에 한 평가로서 실질적 개선이 있었다는 의견과 형식적 선언으
로 그칠 뿐 그 실효와 실질적 변화는 적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222) 정부의 지시를 통해 해외입양기관의 해외입양 감축과 국내입양 확 를 매년 비
율로 할당하는 해외입양 쿼터제가 표적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법
상의 입양에 한 특례를 포함하여 국내입양 확 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한 입양특례법 제정(1976년 12월 31일 제정, 1977년 1월 31일 시행, 법률 제
2977호)이 표적이다.

223) 국내입양 부양을 목적으로 실시된 쿼터제 및 해외입양 종결방침은 1980년 신군
부의 등장을 전후로 철회되면서 해외입양이 전면 개방되었다(보건사회연구원, 
1993: 159). 이러한 해외입양 정책 변화는 해외입양 중단・종료를 위해 추진한 종
결방침의 취소를 통해 해외입양기관에 요구되었던 해외입양 쿼터제의 폐지 및 자율
적 해외입양 사업의 추진, 국내입양에 하여 우선적 추진은 유지하되 그와 관련된 
의무적 쿼터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당시의 변화를 
해외입양기관에 하여 정부가 의무와 제한을 해제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해외입
양 자율화’ 정책으로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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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어떤 점을 제시하 을까? 이에 한 질문은 1980
년  한국 해외입양의 변화를 설명하는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껏 
기록과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와 같은 연구의 공백 상황에서 본 
장에서는 당시 정부의 일련의 정책 변화 과정을 언론, 관련 기록물, 국가기록
원 자료, 국무회의록 등을 통하여 분석해본다.
 가장 먼저 한국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이 언급된 것은 1980년 10월 15일224) 
보사부는 80년  복지국가건설이라는 목표를 구체화한 「보사행정 장기개선방
안」을 확정・발표 다. 이때 내용 가운데 매년 천 명씩 줄여 1985년 이후에 
폐지하려던 방침을 변경, 전면 개방하고 입양 상국가 제한도 완화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었다. 1980년 10월 16일 경향신문은 천명기 보사부장관의 「80년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보사행정 장기계획」(이하 80년 보사행정계획)을 확정·
발표를 보도를 통해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신군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새시 의 감각에 맞게 기존 제도들을 정비·개선”할 것이며, 특히 해외입양과 
관련해 기존의 1985년까지 혼혈아동을 제외하고는 해외입양을 억제·종료하기
로 했으나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바꾸어 해외입양을 전면 개방할 것이며, 해외
입양기관의 지도육성과 입양 상국을 확 의 발표를 보도하 다225). 이날의 
천명기 장관의 보사부의 장기 계획 발표에는 해외입양을 억제하기로 했던 당
초의 정책을 수정하여 전면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224)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제11  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 통령은 1980년 9
월 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취임식을 진행하 다. 이후 제8차 개헌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에 의해 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 통령은 
1981년 3월 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12  통령으로 취임하 다
(국가기록원 통령기록관 ‘전두환 통령 취임식 개요’ 참조). 그런 점에서 1980년 
10월 16일의 보사부 발표는 전두환 통령의 제11  통령 취임 이후부터 제12

 통령 취임 사이에 발표된 것이었다. 국가기록원 통령기록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전두환 통령의 재임 기간은 1980년 9월에서 1988년 2월까지로 11 와 
12  통령으로 기록되어 있다(국가기록원 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인용, 검색일 
2020년 5월 30일)

225) 매일경제신문, 1980. 10. 16 “80년  보사(保社)부문 종합시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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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해외입양 개방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 자료

226)

 보사부 장관의 1980년 보사행정계획에서 언급된 해외입양 전면 개방 계획 
발표가 구체적 정책 형태로 구체화된 것은 ‘80년 보사행정계획’ 발표 이후 4
개월가량 이후인 1981년 2월 23일에 제15회 국무회의에서 다. 이날 국무회
의에는 「입양사업 개선 책 국무회의 보고」라는 안건 명의 첨부 문서가 보사
부 천명기 장관 명의로 보고되었는데, 이 안건에는 「입양사업 개선책」(이하 
81년 입양개선책)이란 제목의 11매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이 내용은 이
날의 국무회의 의제와 달리 의결의 형식이 아니라, 외비(對外秘) 형식의 보
고서가 제출된 이후 천명기 장관의 보고를 거친 후 의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
순 보고되는 형식으로 통과되었다. 위 <그림 79>는 당시 입양개선책 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보사부 장관 명의로 국무회의에 의제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
청하는 문서이다. 이날 보고서는 국무회의의 일반적 의결 및 심의가 생략이 
주목할 만한데, 이는 이날의 국무회의 기록 보고서에도 다른 서른 건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제8회 상공의 날 행사 개최 관련 상공부 계획과 야간통행금지 

226) 자료: 국가기록원 “입양사업지침 1978-1988” 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
책실 아동정책과 생산년도: 1978 관리번호: DA08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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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관련된 내무부 계획과 함께 맨 마지막에 보사부 의안 202호로 “입양
사업 개선책”이 ‘보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앞서 발표된 1980년 보사
행정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 형식으로 통과시킨 것이었다.
 1966년의 국회에서의 고아입양특례법 개정이나, 1976년의 입양특례법 제정
이 비록 유신 시기의 상황 하에 있긴 했지만 국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친 
반면, 1980년과 1981년 초의 해외입양 제도 변화는 국무회의 단독의, 그리고 
그에 한 보고와 심의가 생략된 채로 보고되는 형식으로 통과된 점에서 차이
가 있었다. 그러나 그 향에 있어서는 이후 1980년  해외입양을 통해 어느 
정책적 변화보다 큰 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논의는 1970년  
초중반 이후 한국 해외입양 정책의 기조를 이루어 왔던 해외입양 억제・중단 
정책을 변경해 개방・자율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이후의 정책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입양사업 개선책
 보고 이유 : 친권자로부터 이탈된 불우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입양사업을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양사업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골자 : (가) 입양사업은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여 적극 추
진하고, (나) 국외입양은 ‘85년부터 중단할 것을 목표로 매년 10%
씩 감축하도록 한 계획을 수정하여 연도별 인원제한을 해제하되 
입양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 양부모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여 
가정환경이 양호한 양부모를 선정토록 하고, 2) 입양아동의 적응
여부관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3) 입양아동의 집단송출을 금
지하고, 4) 외국입양 알선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입양을 
방지하며, 5) 국외입양 알선기관에 하여 입양비용징수 및 회계
처리를 지도 감독하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함  
 개선대책 기본원칙 :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시설보다는 가
정에서, 외국인 가정보다는 국내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기록원 보존자료, 『입양사업지침 1978–1988』 생산기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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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관리번호: DA0872941).(강
조는 연구자)

 보고서는 해외입양 개방에 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985년 중단을 목
표로 추진해 온 감축 계획 및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신 입양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기존의 입양정책의 문제점으로 국내에
서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전통적 혈통중심의 가족제도로 인하여 혈통이 다른 
아동의 입양에 부정적”이었을 뿐 아니라, “국외입양 감축정책으로 시설보호 

상아동의 증가현상과 입양희망 우방국의 계속적인 요구” 등이 있어왔기 때
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설명하고 있다. 한편 1981년 입양개선책 보고서에서
는 입양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가) 국내입양, (나) 국
외입양, (다) 기아발생 예방의 세 항목, 열다섯 가지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담
고 있었다.

  (가) 국내입양  
(1) 국내입양 알선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계속 
(2) 국민에 한 홍보활동의 적극추진 [입양에 대한 호의적 반응 유도 

및 상가정의 저변 확 ] 
(3) 국외입양 알선기관에 국내입양 알선 책임부여 [국외입양 2명당 국

내입양 1명 기준]
  (나) 국외입양 
(1) 입양인원의 연도별 제한 해제 [연차적 감축 방침을 변경하여 기아

발생수와 국내보호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 입양의 
질적 향상 및 입양 후 보호 책 보완] 

(2) 입양대상국 선정 [입양아동의 사후관리가 정부 또는 공식 사회사
업기관에 의거(依據) 보장될 수 있는 국가-외무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결정] 

(3) 양부모 자격기준 강화 [결혼 3년 경과한 연령 25세 이상 부부(독
신자 제외), 국내에서의 국외 입양시 입양 상 가정에서 6개월간 
동거케 하여 적응가능 여부 관찰 후 정식입양 조치] 

(4) 국외입양 알선기관의 허가 억제 및 지도 감독 강화 [무절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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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 부실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 계속 억제, 입양
수수료는 실보호 비용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 별도계리(計吏) 및 
지정용도 내 제한 사용]

(5) 국외입양 알선협정 상기관 엄선 [국외입양은 상국 정부기관 
또는 공인된 사회사업기관으로서 재정 및 경 상태가 건실한 기관
을 상으로 하여 추진] 

(6) 입양동의 절차의 보완 [3세 이상의 입양 상아동 인수시 인우(隣
友)증명 또는 읍면동장의 사실증명 징구(徵求)(양육의무 부이행의 
부가피성 입증자료), 병•의원, 조산소에서 아동인수시 출생증명 징
구(徵求)] 

(7) 입양아동 집단 송출 금지 [송출아동 : 비행기 편당 6명 이내, 호
송인원 : 아동 3명당 1명 이상] 

(8) 양부모에게 한국문화 계몽 [입양아동 송출시 우리나라의 생활양식 
등 참고책자 지참 전달] 

(9)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외국입양 알선기관에 입양후 국적 취득시까
지의 사후관리 의무부여,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시 양부모 가정조사
는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양부모 본국내의 인증사회사업기관 
또는 동기관에서 위임한 국내 기관에서 실시] 

  (다) 기아발생 예방 
(1)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중・고등학교 및 공단지

역 근로여성에게 성교육 및 윤리교육 실시] 
(2) 기・미아발생 예방을 위한 상담강화 [시급(市級)지역에 아동상담

소 증설 및 아동・부녀상담원의 양성화로 질적 향상 도모, 읍면동 
지역의 아동위원을 활용한 지도계몽 강화] 

(3) 미아의 연고자 찾아주기 운동 적극 전개 [라디오, TV 등 중매
체 이용]

(자료: 국가기록원 자료명: 『입양사업지침 1978–1988』 생산기관: 보
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생산년도: 1978 관리번호: 
DA0872941).(강조는 연구자)

 
 전반적으로 입양개선책의 특징은 앞선 1980년 보사행정개선안과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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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지속된 해외입양 감축정책의 내용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
저 해외입양기관에 국내입양 알선책임을 부여하여 (국외입양 2명당 국내입양 
1명 기준으로)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은 유지하되, 핵심적 추진 목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입양 인원의 제한은 해제하 다. 이는 기존의 해외
입양 감축을 위해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지만, 해
외입양의 감축에 한 의무규정은 삭제한 것이다. 이는 감축 방침을 변경하여
서 기아발생수와 국내보호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입양 감축 정책을 약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70년 에 지적되었던 해외입양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련 입양 
절차와 책임을 규정하고, 개입하기로 하 다. 구체적으로, 입양동의 절차 보완
과 입양아동 집단 송출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로 하 다. 특히 입양 상이 되는 요보호아동(기아) 발생을 예방하기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중・고등학교 및 공단지역 근로여성에
게 성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기미아 발생 예방을 위한 상담강화, 미아
의 연고자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마련하 다. 이는 아동복지 및 
국내입양, 해외입양, 기미아 발생은 물론 미혼모 발생 예방에 이르는 관련 
역을 아우르는 책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의 개별화된 응과는 
다른 아동복지 의지와 문제의식이 반 된 것이기는 하 지만, 그러한 방향을 
구체적 법제화를 통해 제도화하고 있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 방향에 
한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해외입양 전면 개방 결정과정에 해 원 희(1989)는 공식적 법률 개정이 아
닌 보사부의 계획을 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실
질적으로는 과정이 선행된 결과로 보았다. 해외입양 쿼터제 하에서 한국 정부
의 해외입양 제한 조치로 입양아동의 도착까지 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출국
시기를 알 수 없었던 미국의 입양부모들이 미국 하원의원을 통해 주미 한국 

사관에 항의 및 협조 요청이 지속되었고, 한국 정부 특히 전두환 정부가 한
미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에 장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다
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입양부모와 수용국의 입양 요청과 
쿼터제에 한 항의가 있음을 인식한 당시 전두환 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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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정부의 해외입양 개방 정책으로의 전환에 
한 기사

227)

 당시의 해외입양은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이 외비 양식으로 논의되었던 것
처럼, 언론과 정부 통계에서 여전히 비공개로 분류되었다. 그로인해 1980년  
언론에서는 해외입양에 한 보도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특히 해외입양 통계
가 비공개인 상황에 정부가 외비로 추진한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은 정책이 
결정된 1981년에는 전혀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았다. 
 해외입양 자율화를 의결한 국무회의 이후 1년여가 지난 1982년 3월 8일자 
동아일보는 정부가 임시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해외입양 자율화의 내
용이 자세히 담긴 1981년 입양개선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정부가 기아, 미아의 해외입양을 억제하던 종전의 방침을 갑자기 변경해 
완전개방으로 전환하 다고 전하면서, 당초 해외입양을 1986년 이후는 종료한
다는 방침아래 적용해오던 쿼터제를 변경해 해외입양 관련 제한조치를 완전 
폐지하 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러한 조치가 국내 해외입양기관들이 입양보
내기 경쟁을 벌여 입양아를 모집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이 자녀를 입양시킬 욕심에 버리거나 친권 포기하는 경우가 늘 
것을 우려하면서, 입양개방으로 엄연히 부모가 있는 아동들이 기아 또는 미아
로 버려지는 등 가짜 미아와 가짜 기아가 늘어날 소지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
고 있다고 보았다228).

227) 자료: 동아일보 1982. 3. 8 “「85년까지 폐지」서 슬그머니 바꿔, 억제서 개방으로” 
228) 해외에서 한국고아들에 한 인기가 높아 입양요청이 계속 늘고 있으며 입양될 

경우 국내의 해외입양기관과 입양국 알선단체가 고아 1명당 입양부모가 낸 입양료
를 4 6의 비율로 나누며, 당시(1982년) 미국에 입양시킬 경우 양부모가 지불하는 
액수는 평균 5천 달러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기아나 미아
가 버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한국고아에 한 입양요청이 늘어나는 현실적인 조치로 해외입양을 개방하면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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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해외입양을 새롭게 바라보며 기존의 해외입양에 
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여 해외입양은 국내입양과 병행하되 우선적 국내입

양 정책을 보완하면서 지속적 기미아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아동복지 책이
라는 점을 (여러 우려 속에서도) 인정하고 중단 하려던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1980년과 81년 초의 해외입양 자율화를 추진한 정부가 예
상하고 기 한 것은 해외입양의 중단과 감축 신 현상유지 지만, 해외입양 
양상은 이후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을 시작으
로 1980년  제5공화국 해외입양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총 5만천7백13
명, 연간 평균 7천3백88명으로 급증하 다. 이러한 80년  한국 해외입양 증
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보사부의 정책 변화가 그 시발점이었다. 

 2. 요보호아동 증가와 해외입양 급증

  (1) 기아와 미아의 증가

 아동복지법 제정을 통한 일반 아동으로의 정책 상의 확 에도 불구하고 
1980년  초반의 기미아의 발생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여 1980년의 
만천2백51명에서 1983년 만5천2백49명으로, 1984년에는 만8천백72명으로 5
년 만에 60퍼센트 이상이 늘어났다. 당시의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 상 아동
의 부분을 차지했던 이들 기미아를 포함한 요보호아동은 증가는 해외입양의 
자율화 상황에서 해외입양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 고, 정부는 당시의 언론 
통제 상황 속에서 관련 기록을 북한의 흑색선전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1980년부터 1987년 시기 내내 일절 공개되지 않도록 통제되었
다. 그러한 가운데 요보호아동의 발생 증가와 해외입양의 급증이 진행된 양상
을 살펴보고자 한다.

려 친권포기의 사례가 늘어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
다(동아일보 1982. 3. 8 “「85년까지 폐지」서 슬그머니 바꿔 억제서 개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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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1980년  초반 기・미아 아동수의 급증에 
한 기사

229)

 1980년  초반 정부가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롭게 아동복지법을 제
정한 주요 목적의 하나가 1970년  후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기아・미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1980년  중반까지 기아와 미아의 발
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 다. 한편 당시의 기아 통
계는 여러 기관에서 같은 명칭으로 각기 다른 기아 통계가 작성되었는데 첫번
째 유형은 유기되어 발견되는 기아의 경우로 이 경우는 경찰청에서 집계를 하
여 치안본부 연감에 기아로 파악되었다. 두번째는 보사부에서도 기아 아동수
가 집계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법무부에서도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에 일가
창립을 하는 호적 발급 수에 해당하는 기아 수(실제로는 일가(一家)를 창립하
는 법무부 고아호적 발급수)를 집계하 다.
 그로인해 경찰청, 보사부, 법무부 세 곳의 기아 통계는 같은 명칭임에도 그 
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 주목할 점은 가장 많은 수를 보인 보사부의 
기아 통계가 1980년에 접어들면서 미아 발생 아동수와 합해져 기・미아 통계
로 발표되면서도 이 수치가 이전의 기아와 동일시되면서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기아 아동수는 연간 7천명 내외에서 2배가 넘는 연간 만5천명을 넘어서게 되
었다. 이러한 기미아 증가 담론은 당시의 국내 아동보호체계에 상당한 문제를 
보여주는 수치로 인용되면서 당시의 해외입양의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229) 자료: 동아일보 1983. 3. 3 “기・미아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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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보사부

기・미아
기아 아동수

경찰청 보사부 법무부
1980 11,251 837 8,500 4,769
1981 12,115 1,084 9,138 4,741
1982 15,249 1,127 11,587 6,661
1983 16,258 849 12,114 9,658
1984 18,172 496 11,430 8,703
1985 18,791 443 14,230 9,287
1986 17,788 507 13,887 8,562
1987 17,319 565 13,304 6,405
평균 15,868 739 11,774 7,348

<표 58> 보사부 기・미아 아동수와 생산기관별 기아 추이 
(1980년~1987년)

<그림 82> 보사부 기・미아 아동수와 생산기관별 기아 추이 
(1980년~1987년)

230)

231)

 위 <표 58>은 1980년부터 87년 시기의 보사부, 경찰청, 법무부의 기아 추이 
및 보사부 기미아 수를 집계한 것이며 <그림 82>는 이러한 <표 58>을 그림으
로 나타낸 것이다. 표와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0년에 만천여명이었던 

230) 자료: ① 기・미아: [김중 , 1983: 161. 청소년 책위원회, 1985: 347.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이경은, 2016: 200.]을 취합하여 재구성.

231) 자료: <표 58>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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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1980년  아 기아와 장애 기아 발생 
증가에 한 기사

보사부 기미아 수는 1983년 동아일보 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2년에는 2
년 만에 4천여 명이 늘어난 만5천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1985년까지는 
다시 3천5백여 명이 늘어나 연간 만8천7백91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청에서 집계된 기아의 수는 1982년으로 같은 해 보사부 기아 발생 수치
인 만천5백87명의 10분의 1 수준인 천백27명이 최 다. 또 1985년 보사부 
기아가 만4천여 명, 보사부 기・미아가 만8천여 명으로 최 던 해에 경찰청 
기아는 4백43명으로 오히려 1982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기
미아 관련 통계를 세 곳의 다른 정부 부처・기관에서 생산한 것임에도 상당히 
달랐음을 실제 통계치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2)

 먼저 관련 기미아 통계 가운데 가장 적은 수를 보여준 경찰청 기아 통계는 
실제로 유기되어 발견된 아이로서 기아로 신고를 받은 사례로 사전적 의미의 
유기된 아동에 가까운 기아 아동수 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집계된 경찰청 
기아 아동수는 1980년 8백37명에서 1981년에는 천명을 넘어선 천84명으로 
증가한 뒤 1982년 천백27명을 최고점으로 이후 1985년 4백43명으로 1982년
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경찰청에 신고 되어 들어오는 기아 아동
수가 1980년  초반의 기미아 증가에 따른 아동복지법 제정 필요성에 한 

232) 자료: (왼쪽) 경향신문 1981. 8. 27 “하루 10명꼴…거의 아・지체장애아 기아
가 늘고 있다” 사진 설명 : 버려진 어린 생명들, 이 어린생명들을 어느 부모가 버
렸을까. 가정파탄과 성도덕의 문란 등으로 거리에 버려지는 갓난아기와 어린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사진, 서울시립아동병원에서) (오른쪽) 동아일보 1987. 5. 2 “장
애아 이틀에 한명 꼴 버려” 사진 설명 : 장애 때문에 부모들로부터 버려진 어린이
들이 서울시립아동병원에서 간호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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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나, 언론에 보도되던 기미아 증가 기사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보사부에서 집계한 기아 및 기미아 아동수와 경찰청이 집계한 기아 아동수의 
차이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85년이었다. 이 해의 보사부 기미아 아동수는 만
8천7백91명, 보사부 기아 아동수는 만4천2백30명이었던 반면 경찰청 기아 아
동수는 4백43명에 불과하 다. 왜 이러한 기아 통계의 집계와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3장에서 살펴볼 시기 동안 집계된 경찰청 기아 아동
수 가운데가 가장 적었던 1985년에 오히려 보사부의 기아는 가장 많은 기아 
아동수가 집계된 것은 두 기관의 집계 범주와 기준이 크게 달랐던 것을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시의 기아 통계와 관련된 아동복지 전문가

던 중앙 학교 김 모 교수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보사부 기아 통계는 
‘부모를 알 수 있는 기아’와 ‘부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기아’로 구분되었는데, 
전자(前者)인 부모를 알 수 있는 기아는 주로 입양기관, 입양지정기관(주로 
아시설)로 자녀의 입양을 의뢰한 부모의 자녀가 해당되며, 후자(後者)인 부모
를 알 수 없는 기아는 유기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부모를 알 수 없이 요보호아
동이 된 아동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김 모, 1985). 그러므로 경찰청의 기아 통
계는 사전(事典)적 의미로 유기되어 기아로 발견된 후자의 아동을 의미했다면, 
보사부 기아는 그러한 경찰청의 기아 통계에 여러 입양기관을 통해 부모에 의
해 맡겨진 부모를 알 수 있는 기아가 합산된 수치, 전자와 후자가 합해진 통
계 던 것이다.
 또 다른 기아 통계를 작성한 법무부의 경우, 그 값이 보사부의 기아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기아가 집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무
부의 기아 통계에 관하여 국제입양을 아동권리에 국제법적 관점에서 연구한 
이경은(2017)은 법무부의 기아 통계가 한국 해외입양 아동수와의 접한 관련
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입양과 법무부의 기아 통계 간 관련성은 법
무부 기아 통계가 직접적 아동의 유기 통계(경찰청 기아)나 입양상담 의뢰된 
아동과 유기 아동의 합계(보사부 기아)가 아닌 법원에 의해 ‘고아호적’이 새로
이 발급된 해외입양 된 아동수에 의해 집계된 것과 관련이 있다. 고아호적은 
(기존의 호적 유무에 관계없이) 해외입양기관장이 후견인이 되어 새로이 호적
을 발급받고 해외의 가정으로 입양되면서 국내의 친생부모와 관련된 기록을 
완전히 지우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즉, 해외로 입양 될 아동이 입양되는 
과정에서 고아호적을 발급 받아 일가창립(一家創立)을 하는 용도로 사용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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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고아호적 발급수가 법무부의 기아 통계로 집계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의 기아 통계인 고아호적 발급수는 해외입양 통계와 
그 증감에 있어 연관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233).
 아래의 기사는 1982년 동아일보의 기사에 보도된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

 초반의 해외입양 자율화 전후까지 시기의 해외입양의 주요 변화 과정을 지
적하면서 왜 1970년  해외입양 감축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는지는 물
론 해외입양 개방 전환 이후에 나타날 우려스러운 상황에 해서도 예상을 하
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234).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이 생겨난 것은 6.25 직후 미군들이 전쟁고아
를 데려가면서부터 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
고 사회복지단체에 의해 본격적인 해외입양사업이 시작된 것은 60년
대 초부터다. 해외입양은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70년대 중
반 정부의 억제책으로 한때 크게 감소됐다. (…) 인도적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해외입양을 마치 불우아동을 외국에 판다는 식의 악랄한 
왜곡선전을 일삼는 북괴에 구실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돼 해외
입양이 억제됐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지에서 한국의 기아・미아
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입양요청이 쇄도하다시피 늘어남에 따라 현
실적인 상응조치로 종전의 억제방침을 변경, 올해부터 해외입양을 
개방한 것이다. 보사부는 당초 국내입양을 크게 늘린다는 전제 아래 
해외입양을 억제키로 하고 (…) 쿼터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호랑이 새끼는 길러도 남의 자식은 안 키운다”는 혈연중심의 인
습이 뿌리 깊은 (…) 등 근본적인 여건으로 인해 국내입양이 해외입
양보다 많아질 수 없었다. (…) 국내입양만을 놓고 보면 지난해의 3
천2백67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국내에서도 입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아・미아들
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 알선단체들
은 전국의 주요도시에 지부를 두어 미혼모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일

233) 관련 논의는 이경은(2017)의 박사논문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을 참조 요망.

234) 동아일보 1982. 3. 9 “알선경쟁 문제 해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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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영세민 가정을 상대로 상담에 응해 출산아를 입양시켜 줄 것을 
요청받는다. 그러니까 실수나 불륜의 관계로 낳게 된 미혼모의 아기
들과 생활형편이 어려워 차라리 자녀를 해외에 입양시킬 욕심으로 
일부 영세민 가정에서 내맡기는 기아와 미아들이 해외입양의 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 그런데 해외입양 가운데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엄연히 부모가 있는 영유아들이 부모들의 양육포기로 기아나 
미아로 내맡겨지는 경우다. 다시 말해 친권포기에 의한 해외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지난해 해외입양수 중 과반수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이하 생략).(동아일보 1982. 3. 9 “알선경쟁이 문제 해외입
양”).(강조는 연구자)

 기사는 1980년  초반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미아 발생이 실질적으로 “미혼모
들이 낳아서 버리는 기아”와 “ 세민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기아가 아니라 해외입양기관
을 찾아와 입양을 의뢰하는 미혼생모와 기혼생모의 증가를 당시의 시선에서 버
려지고, 포기된 아이들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1984년 11월 14
일 “해외입양 작년 7,158명”이란 기사를 통해 ‘고도의 산업화 및 도시화 추세’ 
속에 ‘사회적인 성(性) 풍기문란 행위가 늘고 전통적인 가족 관념이 해이’해져가
면서 “주로 미혼모들이 낳아서 버리는 기아의 발생이 많아지는데다 세민 가
정에서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기
미아 발생 급증’에 따라 해외입양 아동수도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왜 이러한 기미아 아동의 증가가 이루어졌는지에 하여 당시는 물론 이후에
도 많은 일반적 인식은 물론 관련 연구에서도 이를 위 기사와 같이 ‘미혼모’
들이 낳아서 버리는 기아나 ‘ 세민 가정’에서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
난 것으로 설명해 왔다. 다른 시기들에 비해 특히 이 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기미아 아동수의 증가는 그 증가 양상과 규모에 있어서 이러한 단순한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그러나 관련된 자료가 여전히 제한된 상
황이지만 당시에 생산된 요보호아동 발생 관련 자료를 통해 당시의 기미아 발
생 양상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생모와 요보호아동, 해
외입양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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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아시설 육아시설

시
설
수

재원 
아동
수

입소
아동

퇴소
아동

재원
비

입소
비율

시
설
수

재원 
아동
수

입소
아동

퇴소
아동

재원 
비

입소
비율

1980 34 2,477 8,213  8,137  331.6 253 20,908 2,877  4,184  13.8
1981 33 2,607 9,026 8,896 346.2 243 20,521 3,198 3,585 15.6
1982 33 2,371 11,241 11,477 474.1 245 20,766 3,863 3,618 18.6
1983 33 2,390 11,070 11,051 463.2 238 19,650 3,608 4,724 18.4
1984 33 2,391 12,310 12,309 514.8 235 21,070 5,010 3,590 23.8
1985 35 2,736 13,170 12,825 481.4 233 21,497 4,025 3,598 18.7
1986 36 2,945 12,613 12,404 428.3 228 21,911 3,905 3,491 17.8
1987 37 3,114 10,725 10,556 344.4 227 22,033 3,721 3,599 16.9
평균 34 2,629 11,046 10,957 423.0 238 21,045 3,776 3,799 18.0

<표 59> 아시설, 육아시설 입퇴소아동 현황 및 재소 비 비율 (1980년~1987년)

<그림 84> 아시설, 육아시설 입퇴소 아동 현황 및 재소 
비 비율 (1980년~1987년)

235) 

236)

 1980년  아시설의 재원아동수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감소세를 보이
다가 1985년부터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재원아동수 비 입소아동수는 
그 비율이 1980년의 330퍼센트 즉 연간 입소아동수가 정원의 3배가 넘었던 
것에서 더욱 증가하여 1984년에 최  비율인 514퍼센트로 증가하 으며, 입

235)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지시설 현황”
236) 자료: <표 59>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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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국
아시설 

입소아동

주요 지역 아시설 입소아동
입소아동수 전국 비 비율

서울, 경기, 
부산, 구 

합계
서울

서울, 경기, 
부산, 구 

합계
서울

1980 8,213 7,191 5,408 87.6 65.8
1981 9,026 7,751 5,677 85.9 62.9
1982 11,241 10,054 8,424 89.4 74.9
1983 11,070 10,219 8,775 92.3 79.3
1984 12,310 11,426 9,964 92.8 80.9
1985 13,170 12,335 10,555 93.7 80.1
1986 12,613 11,795 9,992 93.5 79.2
1987 10,725 9,977 8,172 93.0 76.2
평균 11,046 10,094 8,371 91.0 74.9

<표 60> 아시설 입소아동 지역별 분포 (1980년~1987년)

<그림 85> 아시설 입소아동 지역별 분포 
(1980년~1987년) 

소아동수도 1980년의 8천2백여 명에서 지속적 증가로 1985년 만3천여 명으
로 가장 많은 아동수를 보 다. 반면 육아시설은 재원아동이 1980년에 2만9
백여 명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1983년 만9천6백여 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조금
씩 증가해 1987년에는 2만2천여 명에 이르렀다. 육아시설 입소아동수는 아
시설의 입소아동 비율이 3배가 넘었던 것에 비하여, 반 로 전체 재원아동의 
15퍼센트 내외로 입소하는 아동이 정원에 비해 훨씬 적었다. 

237)

238)

237)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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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아시설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알려진 
열악한 아시설 상황에 관한 기사

 아시설에 입소하는 당시의 아동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입소 양상을 보 는
데, 이는 서울과 경기(인천 포함), 부산, 구 등 4개 지역의 아시설 입소의 
비율이 전체지역별 아시설 입소아동 추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난 것이었다. 또한 서울의 비율이 전국 아시설 입소아동
수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절 적 비율을 차지했으며, 서울, 경기, 부
산, 구의 합계는 전국의 전체 아시설 입소아동의 85에서 93퍼센트로 거의 

부분을 차지하 다239).

240)

 위 <그림 86>은 1980년  초반 아시설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아동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진 아시설의 열악한 현실에 

한 기사의 내용이다. 기사는 당시 아시설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의료적 
혜택에 해서는 사실상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양 상태마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설의 어려운 상황이 전해지면서 사
회적으로 아동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아동복지시설의 현실이 별개의 

238) 자료: <표 60>과 동일함.
239) 아시설 입소아동 지역별 비율에 있어서 서울, 경기, 부산, 구 등 몇몇 도

시 지역의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 점, 4세 이상의 요보호아동이 육아시설
에 입소하는 양상과 3세 이하의 요보호아동이 아시설에 입소하는 양상이 두드러
지게 상반된 양상으로 진행된 이유에 해서는 본 장의 5절에서 다시 자세히 논의
할 것이다.

240) 자료: 동아일보 1981. 12. 8 “춥고 배고픈 「어린 생명(生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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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자녀의 양육이 어려워진 친생모
의 경우 이전에 적지 않은 경우 (입양을 직접적으로 선택하기보다)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기기도 했던 아시설이나 육아시설에 한 보호를 의뢰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지 않게 되는 데 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표면적으로
는 <그림 84>와 <그림 8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시설과 육아시설에 입소
하는 아동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 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입소 통계가 해
외입양기관의 입양 이전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호를 포함한 것으로, 사
실상의 이전까지의 아동복지시설이 가진 보호시설로서의 역할보다 입양 전 일
시보호처로서의 입소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아시설과 육
아시설의 입소 규모와 증감 추세의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해외입양의 급증과 관련 통계의 기밀화

 1980년 보건사회부의 보사행정계획(10월 15일), 1981년 입양개선책(2월 23
일)의 발표로 1980년  한국 해외입양 정책은 기존의 억제와 감축을 기조로 
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해외입양 개방책으로 전환하 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해외입양 금지 계획
을 변경해 해외입양개방으로 전환한 것이자,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입양을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증가를 예상하고나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당
시 정부가 해외입양 자율화를 추진한 이유와 이후의 전망에 해 국회 질의에
서 보사부 천명기 장관의 답변 내용이다. 

 김완태 의원 질문: 정부는 그동안 기아, 미아의 국외입양을 억제해
왔던 종전의 방침을 갑자기 변경해서 금년부터 해외입양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기아, 미아의 국외입양을 줄여서 86
년부터는 아예 국외입양을 없앤다는 방침 아래 국외입양과 국내입
양을 「쿼터」제로 적용해서 (…) 입양시킬 수 있도록 했었으나 이번
에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여 올해부터 슬그머니 종전의 국외입양제
한조치를 완전 폐지하게 된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천명기 보건사회부 장관 답변: 기미아에 해서 해외입양을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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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텄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86년까지 점차적으
로 줄여서 아예 앞으로는 해외입양은 중지해 버린다 이것이 과거에 
정해졌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취임을 하고 보니까 1년
에 기・미아가 약 1만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만 명 이상
을 국내입양으로 처리를 하자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
러 가지 해외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미아라면 벌써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버려진 아이니까 이
것은 국가가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어느 면에서는 사회적으
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여러 나라에서 
입양을 원하는 나라도 있고 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무튼 국내입
양을 우선 하되 국외입양을 트자 해서 터버렸습니다. 여기에 해
서 여러 가지 비난도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인구 정책적 문제
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약 
4,000명 내외가 해외입양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리가 아
무리 터도 더 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1982. 3. 11. 국회회의록 11  110회 4차 보건
사회위원회회의록. 국민당 김완태 의원 질의와 천명기 보건사회부 
장관의 답변).(강조는 연구자)

 1982년 초 국회 질의에 한 보사부 장관의 위 답변 속에는 당시 정부의 해
외입양에 한 입장이 잘 나타나있는데 우선 해외입양 정책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1년에 기・미아가 약 1만 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이를 ‘국내입양
으로 처리를 하자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더욱이 이들 기・미
아는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여러 측면에서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마침 여러 
나라에서 입양을 원하는’ 상황도 있어서 일부 우려와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인구정책적 문제’로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해외입양 정책 
방향을 전환하 다는 설명이 1982년 초 보사부 장관의 국회 답변에서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때 답변을 한 천명기 장관은 1980년 10월의 「80년  복지
국가건설을 위한 보사행정 장기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해외입양 정책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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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해외입양기관 간 입양 상 아동 확보를 
위한 경쟁 양상에 한 기사

하고 계획 수립에 참여한 당사자인 점을 고려해 당시 정부가 어떠한 시각에서 
해외입양을 접근하고 있었으며, 또 파악하고 응하고자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당시 정부는 기・미아의 연간 만 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입양도 부족하고, 해외에서는 원하는 가정이 
많으며 인구정책적 측면에서나 사회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여러 비난이 있음을 
알지만 해외입양 정책을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사부 장관은 답변 후반에  
그와 같은 해외입양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4,000명 내외가 해외입
양을 갑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리가 아무리 터도 더 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하면서 해외입양 정책 변화가 해외입양 확 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1980년  초반 정부 측 예상을 분명히 밝혔다.

241)

 1980년  해외입양 정책 방향이 해외입양 ‘억제’에서 ‘자율화・개방’으로 전
환됨에 따라 해외입양기관 조직과 업무의 성격이 일시에 전환되기 시작했다. 
1980년  초반 언론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해외입양 자율화가 기아 
및 미아는 물론 “생활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이 자녀를 입양시킬 욕심으로 내버
리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입양 개방으로 이를 악용해 “엄연히 
부모가 있는 아동들이 기아 또는 미아로 버려지는 비인간적인 행위”와 “친권
포기의 비인간적인 사태가 더욱 늘어 가정해체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 될 
것을 우려하 다. 4개 해외입양기관이 국내의 기아, 미아를 주로 미국, 유럽으
로 입양시키고 있는데 “이중 일부 알선단체는 해외입양이 개방되자 벌써부터 
기아, 미아를 찾아나서는 등 마치 사업을 확 하겠다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고 전했다.

241) 자료: 동아일보 1982. 3. 9 “알선 경쟁이 문제 해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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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기관

4  해외입양기관 국내 아동상담소 및 일시보호소

1954년부터 1979년까지

추가 상담소 및 
일시보호소 수 합

계1953
~

1965

1966
~

1972

1973
~

1979

1980
~

1987

한사회
복지회

1954 기관 설립 (서울)

1 1 2 5 9

1969 광주

1974 서울 아일시보호소
구

1982
1983
1985
1986

의정부
부산, 인천
태백

전

홀트아동
복지회

1955 기관 설립 (서울)

1 0 11 4 16

1973 부산
1975 구
1976 홀트일시보호소(서울)
1977 전, 전주, 춘천

성남, 인천, 제주
일산 아일시보호소

1978 마산
1980
1984
1987

전주 아일시보호소
수원, 포항
광주

한국사회
봉사회 1964 기관 설립 (서울) 1 0 0 0 1

동방사회
복지회

1972 기관 설립 (서울)

설립
이전 1 6 10 17

1975 부산
1977 동방 아일시보호소

성남, 전, 인천
1978 원주
1980
1981
1982
1983
1984

구
안양, 여수
전주
진주, 강릉, 울산, 안동
포항, 평택
합계 3 2 19 19 43

<표 61> 해외입양기관 전국 사무소 증가 추이 (1954년~1987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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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해외입양기관 전국 사무소 증가 추이 
(1954년~1987년)

243)

 1980년  중반 정부와 보사부는 해외입양의 증가를 비공개화 하고 있었지만,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추진이 과열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매년 비
공개로 각 해외입양기관장 회의 또는 해외입양기관 상 업무지침을 통하여 
각종 입양관련 절차와 입양규모, 입양수수료의 사용처와 입양수수료 상한 제
시 등의 규제를 가하 다(보건사회부 해외입양지침, 1983; 1984; 1986). 아동
직접 인수에 따른 경쟁으로 해외입양기관이 각 지역에 아동상담소 및 일시보
호소 설치하고,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보건사회부 장관
의 승인 없이 입양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서 입양비용 징수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 다. 이러한 아동인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 아동상담소 및 일시보호소 운  강화”, “입양기관 아동직접 인수 금
지”하여 “시·도 아동상담소에서 인수”하는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입양비에 

한 보건사회부 승인과 입양기관의 비용절감을 보완책으로 제시하 다(보건
사회부 가정복지국, 1987).
 당시 정부와 보사부는 해외입양 개방의 주요 요인 및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내입양의 부족, 둘째, 해외입양 감축 정책 결과로서 국내 아동보호시
설 내 아동의 증가, 셋째, 입양희망 우방국(미국 및 서유럽 국가)에서의 지속

242) 자료: ① 한사회복지회: 『나눔, 그 아름다운 삶, 한사회복지회 50년사』, 
298-302 “지방사무소(지부) 시설 현황”, 340-344. “ 한사회복지회 연표” 참조 ② 
『동방사회복지회 30년사』, 376~381. “지방아동상담소” 참조 ③ 한국사회봉사회 홈
페이지 내 “한국사회봉사회의 역사” 참조 (검색일 2020. 1. 28.) ④ 『홀트아동복지
회 50년사』, 464-479 “지방사무소”, 582-605 “연표 1955-2003” 참조

243) 자료: <표 61>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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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1980년  중반 해외입양의 급증에 한 기사

적인 요구가 인식한 해외입양 감축 정책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
는 해외입양 자율화를 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① 아동복지증진: 양부모 중심
이 아닌 아동중심의 가족관, 생활 및 교육환경 양호, ② 장래의 잠재적 국력
신장 도모, ③ 민간외교 증진(양부모의 친한[親韓] 인사화), ④ 당면한 인구문
제 해소에 일익“(보건사회부, 1984)244).  

245) 

 그런 가운데 1980년부터 1987년 사이의 해외입양은 1981년 해외입양 자율
화 이후 꾸준히 증가해 1985년과 1986년에는 연간 8천5백명을 넘어섬으로서 
1980년의 4천백여 명의 두 배가 넘게 급증하 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입양
은 1980년 3천6백여 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마지막 해인 1987년에는 2천3백
여 명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음은 1980년  중반까지 해외입양이 급증하고 
이에 한 우려가 증가하자 정부가 해외입양기관에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
도록 해온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문서의 내용이다.

1. 우리 부[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외입양 사업의 주요성과 특수성
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도 충분히 주지하고 있을 줄 사료됩니다.

2. 그러나 최근 들어 국외입양 사업과 관련, 국내·외적으로 많은 물
의를 빚고 있음은 금후 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

244) 1987년 보건사회부 “입양사업 현황보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해외입양에 하
여 긍정적 측면에서 “① 인력의 조기 해외진출로 국력신장 잠재력 기반 조성, ② 
양부모의 친한성(親韓性)으로 민간외교에 기여, ③ 아동애호 우선 서구가정에서 행
복한 성장 가능”을 꼽았다. 반면 해외입양의 부정적 측면으로 “① 경제성장과 국력
신장에 따른 국가위신 저해 우려, ② 북괴의 역선전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1987).

245) 자료: 조선일보 1984. 8. 30 “어린이 해외입양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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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임을 감안, 동 사업 수행에 관계하는 귀 시 산하 공무원으
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념하여 국익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외입양사업의 보안유지 필요성 [북괴 및 이들 동조 세력의 
한국 발전상 저해 및 역선전] 

(나) 지시 사항 [국외입양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가능한 한 대외에 
누설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동 사업과 관련된 통계 숫자는 
반드시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 귀 시 산하 시립아동상담소에서 
기히 발간 배부한 현황을 회수, 국외입양과 관련된 숫자는 동 현
황에서 제외토록 하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필요
한 조치 강구]
(자료: “국외입양사업의 보안유지 철저”, 국가기록원 보존자료, 
보건사회부 분류기호 문서번호: 아동 31420-107, 1986).(강조는 
연구자)

 위 자료는 1986년 10월에 보사부에서 서울특별시 부녀청소년과로 외비(對
外秘) 형식으로 전달된 해외입양 관련 정보의 기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공문이다. 이 공문이 전달된 것은 당시 서울특별시 산하 시립아
동상담소에서 배포한 자료에 기 로 분류되어 있던 해외입양 관련 통계가 포
함되어 있었던 것에 하여 이를 회수하고 추후에 반드시 기 로 할 것을 통
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서에서는 특히 해외입양 사업 관련 통계를 유출하는 
것을 “국익에 반하는 사례”로 표현하면서 해외입양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물
의”를 빚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입양 통계의 공개는 “금후 [해외입양_연구자 
첨] 사업 수행에 막 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80년  초반부터 중반 이후까지 기간 동안 정부가 해외입양 사업을 특수한 
국가 기  사항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과 통계 자료를 상당 기간 강
하게 통제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러한 기록의 비공개 통제 속에 한국 해
외입양은 전체 시기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의 입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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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가족규범의 변화와 친생모

 1. 근대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모성책임의 강화

  (1) 가족법 내 모(母) 지위의 불안정성

 가족법상의 모순은 1977년 가족법 개정에서는 친생모의 양육, 상속, 혼인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제909조의 부모친권공동행사, 제1009조 법정상속분의 합
리화, 제808조 2항 혼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미성년자로 낮추었
다. 하지만 동성동본불혼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채246) 그로 인한 문제점을 일
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혼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 다(정무장관 
제2실 1995, 159-160). 입양 및 양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조항인 계모자관계
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는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여러 모순을 안고 1980년
를 맞이하 다. 
 가족법 개정 운동의 시기별 성격을 구분할 때, 1980년에서 1987년 시기의 
가족법은 1977년 2차 개정과 1990년 3차 개정의 사이 기간으로 이전의 모순
이 온존(溫存)하는 상황에서 1980년  중반 새롭게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한 
여성연합회가 결정이 되어 1990년 3차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간 시기 다. 
이 기간은 1979년 10・26 사태로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난 뒤, 과도기 정부에 
의해 1980년 10월 27일 단행된 제8차 헌법 개정에서 법학자 윤후정 등 여성
계와 가족법 개정에 참여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이때의 헌법 개정에 남녀평등 
조항을 포함한 헌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 다. 이러한 노력은 8차 헌법 제34
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
어야 한다”는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별도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1980년 1월 개헌 논의 시기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태  소장과 여

246) 동성동본혼 개정 논의가 전면적 법 개정이 아닌 특례법, 그것도 한시적 특례법으
로 제정되고만 것에 해 소현숙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복지에 관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가족, 더 정확히 가부장적 가족의 급속한 해체를 부담스러워한 국가
의 입장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소현숙, 2016: 220). 관련해서는 소현숙의 
“부계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사이의 균열: 1950~70년  동성동본금혼제를 둘러
싼 법과 현실”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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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1980년 초반 개헌 논의 상황에서 가족법 
개정과 여성 인권에 한 특별 담 기사 

성법학자 윤후정(이화여자 학교 법정 학교 학장)의 담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로, 당시 가족법 개정과 여성의 법률적 평등을 추진하며 1980년 와 개헌
을 맞는 당시의 여성관련 법률의 현황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247)

 이태 : 사실 현행헌법의 애매한 규정 하에서는 사회현실뿐 아니
라 법원 자체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친족상속
법(통칭 가족법)이 그 표적 예입니다. 
 윤후정: 여성과 관련된 위헌 법률을 꼽아보자면, 첫째 79년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은 종전에 비해 여성의 재산권에 관한 부분은 
많이 좋아진 편이나 남녀의 신분에 관해서는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호주제(戶主制)의 인정이나 적모서자(嫡母庶子)제도 친
족법위의 남녀불평등 적용, 남성혈통보호에 중점을 둔 동성동본불
혼(同姓同本不婚) 등이 해소되지 않았으니까요. (…) 셋째, 모자보
건법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할 때 배우자, 친권자의 동의를 필수적
으로 함은 여성의 인권을 지나치게 무시한 것이 아닐는지요. 넷째, 
여성의 혼인퇴직, 출산퇴직, 중년정년 퇴직(교환원 등의) 등은 그 
자체로뿐 아니라 그에 따른 보험, 연금 등에서도 여성에게 대단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노동법 자체가 차별을 규정하

247) 자료: 동아일보 1980. 1. 17 “특별 담 「조용한 외침」 반 을… 개헌과 여성의 인권”
사진설명: 개헌에 즈음한 여성의 책임을 역설하는 이태  소장(왼쪽)과 윤후정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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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않았지만 여러 직장에서 고용‧승진‧임금 면에서 남녀를 차별하
는 것도 엄연한 위헌(違憲)이라고 하겠습니다.(이하 생략) (동아일
보 1980. 1. 17 “특별 담 「조용한 외침」 반 을… 개헌과 여성
의 인권”).(강조는 연구자)

 1981년 정부는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분야 과제 가운데 민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인구증가율 억제를 위해 남녀차별규정
이 있는 법률이나 제도를 개편 계획을 발표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불혼제 폐지와 같은 가족법 개혁은 단행하지 못하 다(이태 , 
1992: 219-220).
 이에 1984년 여성계는 다시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적극적 논쟁을 벌이기 시
작했다. 계기는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한 국내 비준과 관련되어 있었
다. 당시 한국은 1983년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서명하 지만 1년 넘도록 
국회비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
은 협약 중에서 국내법과 어긋나는 일부 조항, 그 가운데 특히 협약의 핵심적
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의 평등보장」에 해당하는 내
용을 유보한 채 비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YWCA연합회는 세미나를 열
고 협약의 유보(留保) 비준에 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면서 ‘무유보(無留保) 
비준’뿐만 아니라 협약 내용 중 입법이 필요한 내용은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

다. 이후 한YWCA연합회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가족법 개정을 위한 전국여성연합회」의 결성을 발의하여 1977년 이후 가족
법 개정운동의 침묵을 깨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시작했다(이태 , 1992: 
221-222). 다음은 1984년 9월 272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된 가족법 개정 
건의서의 요지이다.

 저희 여성단체가 지난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주장해 온 가족법
의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70여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123회 정
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마지막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항목은 1, 2차 개정에서 
통과되지 못한 다음의 항목입니다. ① 호주제도의 개정, ② 친족
범위의 남녀평등, ③ 이혼할 때는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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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의 부모동등 보장, ⑤ 동성동본불혼제도의 개정, ⑥ 서자
입적에는 본처 동의 얻도록, ⑦ 상속제도의 합리화. 
 인간존엄의 이념을 천명한 세계 인권선언과 남녀평등의 원칙을 
명문화한 우리 헌법을 다시 들추지 않더라도 현행 가족법이 이에 
위배됨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 국회는 작년에 정부가 서명한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을 비준할 단계에 와 있는 줄 압니다. 이 
중 가족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유보한 채 비준함으로써 국제적 체
면만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볼 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정
기국회에서는 먼저 가족법을 개정하고 다음으로 이 협약을 유보 
없이 비준하는 것이 순서라도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자료: 이
태 , 1992: 244-245).(강조는 연구자)

 제정 가족법은 친권에 있어 부권(父權)우선주의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한 
친권행사에 있어 부권을 우선하고, 부와 모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
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 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가 사망하여 모가 재혼할 
경우 그 모는 전 혼인중의 자녀에 한 친권자가 될 수 없었다248)(정무장관 
제2실, 1995: 161). 한편 재혼을 할 경우는 자녀의 입적에 있어서 남편의 경
우에는 처의 동의 없이 그 가에 입적시킬 수 있도록 한 반면, 처의 경우는 남
편의 혈족 아닌 자녀를 입적시키려면 남편의 동의는 물론 남편과 호주의 동의
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즉, 남편의 후처와 자녀 사이에는 혼인함으로써 자동
적으로 남편의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법정친자관계인 계모자관계가 강
제되었다. 반면 처의 경우 재혼한 남편의 경우는 계부자관계의 성립에 동의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다. 한편 이혼의 경우뿐 아니라 혼인 외의 
자의 입적에 있어서도 남편의 경우는 서자(인지된 혼인 외의 자)와 처 사이에
는 자동적으로 (처의 동의가 필요 없이) 적모서자관계의 법정친자관계가 인정
된 반면 처(인지된 혼인 외의 자의 생모)의 경우 혼인함으로써 적부서자관계
가 인정되지 않았다249).

248) 이에 한 가족법 개정은 본 장의 4장에서 다룰 시기인 1989년 3차 가족법 개
정으로 인해 이전의 부권에 복종하는 규정을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는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이혼한 부모간 또는 혼외자의 부모간에 협의하여 친권을 행사하
도록 규정할 뿐 아니라,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 다(정무장관 제2실, 1995: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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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모의 친권과 관련해 제정 가족법에서는 혼인과 재혼 시 모의 친권에 관
하여 남편에 비하여 처, 남성에 하여 여성에게 명백히 불평등한 위치와 권
한을 강제하고 있었다. 이혼이나 사별, 미혼의 상태로 자녀가 있는 모자가정
의 모는 아이의 친권을 갖지 못하 다. 호주제적 부계중심적 친족, 친권 구조
는 다수 기혼 유배우 여성에게 불리한 억압과 차별을 낳기도 했지만, 정작 
부부 관계의 남편이 없는 여성으로서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에게 더욱 심한 이
중의 차별과 억압250)을 강제하는 것이었다.  
 국내에서 입양과 관련된 두 가지 관련 법률이었던, 민법(가족법)과 입양특례
법 상의 입양 규정은 차이가 있었는데, 해외입양의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이 적
용되었지만, 국내입양의 경우 민법상의 일반입양과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 조
항뿐 아니라 민법 내 혼인, 친권 관련 조항 또한 친생모의 입양결정에 직접적
인 향을 주었다. 특히 재혼과 재혼시의 자녀 관계에 한 민법의 규정과 그
로 인해 형성된 한국 사회의 부계중심성은 모의 친권의식의 결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이혼이나 사별, 미혼의 상태로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거
의 재혼을 하기 힘들었다.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도 전혼(前婚)의 자녀를 데리
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그러한 불공평성은 재혼 양상에 반 되어 남
자들은 자신의 결혼 경험이나 아이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상  여성을 찾을 
때 가능한 미혼인 여성을 원하 던 반면,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은 이혼녀(離
婚女)에 한 사회적 편견과 낮은 재혼 가능성으로 인해 여성의 (미혼의 남성
과의 재혼은 물론) 재혼 비율은 높지 않았다(이 자・김혜순・민경자・이정옥, 
1993: 152-153).

249) 이와 같은 남편과 처의 이혼과 재혼 시의 친권에 있어서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
관계의 강제적 규정은 본 연구의 4장에 해당하는 1989년 3차 가족법 개정시 폐지
되어 이들의 관계는 모두 인척관계로 규정하게 되었다. 다만 당사자가 인척관계를 
모자관계로 원할 경우에는 입양(2005년 이후 친양자입양)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
자와 동일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정무장관 제2실 1995, 161 참고).

250) 재혼의 경우 남자들은 자신의 결혼 경험이나 아이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상  여
성을 찾을 때 가능한 미혼인 여성을 원하는 반면,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여성
은 이혼녀에 한 사회적 시선과 재혼의 어려움으로 인해 훨씬 많은 여성이 (미혼
의 남성과의 재혼은 물론) 재혼 빈도는 낮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들이 성
장을 하고 난 후에야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어머니의 재혼이 자녀 특히 
딸들에 한 시선과 혼인에 부정적 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잠재적으로 작용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자・김혜순・민경자・이정옥, 1993: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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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정상성 내의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경우 혼인외자의 모(母)로서 미혼
모나 그 자녀들에 한 심한 사회적 편견에 그 로 노출되었다251). 한편 미혼
모인 모가 자녀와 함께 혼인을 할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혼인한 양부
의 성으로 변경이 불가능252)하 다. 당시 이와 같이 ‘양부(養父)와 성(姓)이 다
른 양자’를 이성양자(異姓養子)라고 지칭하 다. 당시 민법에서는 조상의 제사
를 주재하고 가(家)의 계승을 위한 이른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만이 가능
했다. 1959년 개정 가족법에서는 양부와 동성동본(同姓同本)의 혈족인 자만이 
양자가 될 수 있으며, 양친이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으며(성과 본 변경불가), 
양가(養家)의 호주승계(戶主承繼)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성본 
변경과 함께 중요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격에 해당하는 ‘호주’ 계승을 할 수 
없도록253) 규정하고 있었다.
 1983년 2월 8일 매일경제신문은 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사 차명희 간사가 전
한 당시 이혼과 이혼 상황에서의 자녀에 한 부(父)와 모(母)의 변화한 모습
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 다. 차명희 간사에 따르면 이혼에 한 의식이 40
를 전후한 부부는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녀를 양자로 보내려는 경우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많은데 그 이유로는 
재혼할 여성이 전처의 아이를 기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버지 자신도 기르길 원
치 않아서, 또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줘서 기르게 하느니 고아원에 주어버리겠
다는 아버지가 많았다는 것이다254). 반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맡지 않으려는 

251) 많은 경우 인지(認知)를 통해 친생부의 자녀로 법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
다. 그 경우 친생모와의 관계는 친생부, 적모가 법적 친부모가 되면서 친생모의 지
위는 사실상 지워졌다.

252) 이 성본 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5장에서 다룰 1990년의 민법 개정 때 ‘양부와 동
성동본이 아닌 양자는 양가(養家)의 호주승계(戶主承繼)를 할 수 없다(877조 2항)’
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후 2005년 입양특례법에서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
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2005년 입양특례법 제7조). 

253) 이는 호주에 해당하는 자녀에 한 한정적 호주상속(계승)권 자격 제한을 넘어 
정상적인 가족 범주로 재혼한 여성의 혼인 이전 자녀의 혼인 내 정상자녀로서 자
격을 제한하고 부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4) 가정법률상담소의 차명희 간사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재혼에 방해가 된다고 친
권을 포기하고 고아원에 맡긴 아기를 생모가 어렵게 찾아 데려가려하자 “친권도 없
는 네가 뭐라고 데려가느냐”며 다시 빼앗아 고아원에 맡기려 한 경우도 있다는 사
례가 있다고 보도하 다(매일경제신문 1983. 2. 8 “흔들리는 모성・부성 가정법률
상담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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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이혼 이후 어머니의 친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안 줄 경우 경
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젊은 어머니들의 경우 어
떻게 아이 하나 보고 살아가겠느냐, 차라리 아버지에게 맡기고 재혼하겠다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기사는 당시의 가정법률상담을 받는 부부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255).
 호주제도 하의 혼인과 친권에 관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기혼 유배우 여성에게 
불리한 억압과 차별을 낳았지만, 정작 부부 관계의 남편이 없는 여성, 어머니
들에게는 그 차별과 억압의 정도가 더했다. 친생모의 친권과 관련해 제정 가
족법에서는 혼인과 재혼 시 모의 친권에 관하여 남편에 비하여 처, 남성에 
하여 여성에게 명백히 불평등한 위치와 권한을 강제하고 있었다. 1980년에서 
1987년 시기의 가족법은 1977년 2차 개정과 1990년 3차 개정의 사이 기간으
로 이전의 모순이 온존(溫存)하는 상황에서 1980년  중반 새롭게 가족법 개
정운동을 위한 여성연합회가 결정이 되어 1990년 3차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
간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구체적인 법률 변화가 없이 이전의 법률적 
모순이 상시적으로 여성과 어머니들의 삶을 제약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2) 인구증가억제정책과 혼인지위별・연령별 재생산권의 현실

   ①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추진

 1981년부터 85년 사이의 인구증가율 1퍼센트 조기달성 운동기로 인구증가억
제 의식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208). 전두
환 정부는 국정지표 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인구 안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집권 초기인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86) 기간 동안 
강력한 인국증가억제 정책을 추진하 다. 당시 정책은 합계출산율을 1980년의 
2.7명에서 1988년까지 인구 체수준인 2.1명으로 낮추어 인구증가율을 2000
년까지 1퍼센트 수준으로 억제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 다(인구정책50년사 편
찬위원회, 2016: 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91). 

255) 자료: 매일경제신문 1983. 2. 8 “흔들리는 모성・부성 가정법률상담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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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막 한 피임기구 공급을 지원에도 불구하고 
15세~44세 부인의 피임실천율 증가는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합계출산율 감소
폭 또한 과거와 달리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인구증가억제 정책의 
추진방식, 사업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해졌기 때
문이었다. 1979년 15세에서 44세까지의 부인의 피임실천율은 54.5퍼센트에서 
57.7퍼센트로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3.0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어 그 
변동 폭이 과거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한편 베이비붐 세 가 가임기에 접어들
면서 가임기 여성수가 증가하여, 출산율은 감소하더라도 인구증가율 감소폭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당시 두 자녀 규범을 형성하고, 남아선호(男
兒選好) 의식을 불식시키는 등 강력한 인구 책이 없이는 인구증가억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92-93). 
 1981년 청와  정무비서관으로 있던 전(前) 보건사회부 차관 윤성태는 5공화
국 출범 초기 여러 정책 과제 가운데 인구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 으
며, 5공화국이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 사회보장, 복지 등 사회
경제적 발전이 잠식될 것으로 우려하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
단하여 인구증가억제 종합 책을 수립 1982년 10월 전두환 통령에게 보고
하 다고 전했다. 

지난 20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구증가억제대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UN이나 국제전문기관에서 높이 평가하는 모범
적인 인구정책국이라고 할 정도 는데 1980년을 전후해서 출산
율이나 피임실천율의 변동이 매우 완만해졌지요. 이를 두고 스프
링 이론이라고 하는데, 스프링이 탁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내려가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해야 내려간다고 많
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요. (…) 제가 보사, 복지, 
환경, 노동, 감사원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들 중 인구
대책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지요. 5공화국에서 밑바탕인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성장, 사회보장, 고용, 복지, 교육개
발 등 사회경제적 발전이 모두 인구문제에 의해 잠식되기 마련이
지요. 그래서 제가 당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가족계획협회, 
보건사회부 및 경제기획원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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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1980년  중반, 인구증가 억제정책에 한 기사

니까 아무래도 5공화국 역점사업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인구증가억제 종합대책’이고, 이것을 1982년 10월에 제가 직접 
작업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께 보고한 것입니다(윤성태 전 보건사
회부 차관의 인터뷰, 2015. 4. 30)256).(강조는 연구자)

 전두환 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에 정부는 인구 체수준의 출산율과 인구증
가율 1퍼센트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인구증가 억제 책」(이하 인구억
제 책)을 수립했다. 인구억제 책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인구부문 
계획의 강화로 이어졌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95).

257)

 정부는 인구 체수준의 출산율과 인구증가율 1퍼센트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
기 위해 인구증가억제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두환 통령의 지시와 각 부처 간의 긴 한 협조로 응책을 강구하라는 국
무총리의 지시가 있었고, 이들 지시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인구부문
계획의 강화로 이어졌다. 새로 설정한 ‘인구증가억제 책은 총 49개 시책으로 
구성되었는데 ① 가족계획사업 활성화 시책(15개)으로 의료보험 급여 상에 
피임시술(불임시술, 자궁내장치 시술, 월경조절술)을 포함하고 정부지원 피임
시술비를 의료보험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 다. ② 소자녀 가정에 
한 사회지원 시책(10개)으로 공무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두 자
녀로 제한하고 의료보험 분만급여도 두 번째 출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하 다. ③ 가족법 개정과 남아선호 개선 시책(8개)으로 남아선호관을 불식시
키기 위해 호주제도, 상속제도, 친족 범위, 남녀차별 조항 등 가족법 개정, 출

256) 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보고서의 인터뷰(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94 참조).

257) 자료: 매일경제신문 1985. 3. 5 “90년  중 인구증가율 1%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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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여성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④ 인구교육과 인구증가억제정책 홍보교육 관련 시책(12개)으로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인구교육 강화를 포함하 다. ⑤ 인구증가억제 관련 조직 강
화 시책(4개)으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인구보건연구원258)과 한가
족계획협회의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담고 있었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95).
 1982년부터 시작된 인구증가억제종합 책은 홍보・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상으로 하는 가족계획의 사회규범화와 생활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홍보
사업의 다양화와 협력홍보로 가족계획에 관한 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사회교육기관을 포함한 기관 및 단체를 상으로 집단교육을 
강화하며,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 유관단체의 가족사업 참여를 
유도, 피임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고 청소년에 한 
성교육과 인구교육을 추진하 다. 1970년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사용하여 남아선호(男兒選好)관 불식을 통한 두 자녀 목
표를 추구하 으나, 1980년을 전후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남아선호를 완화하는 동시에 한 자녀를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 다.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은 1974년 3월부터 1980년까지 유엔인구기금 지원으로 
실시되었다. 당시 문교부에는 ‘인구교육중앙본부’를 설치, 초・중・고등학교를 

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하 다. 인구교육중앙본부가 해체된 1981년 이후에
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인구교육에 관한 자료 개발을 통해 1982년 초・중등 교
사용 인구교육 슬라이드와 해설집을 제작하여 배부하 다. 한편 내무부는 인
구증가억제 책과 새마을운동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침 아래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를 계도요원으로 육성하여 전국 1만7천개의 가족계획상담소에 배
치하여 가족계획 홍보와 실천 유도에 활용하 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100-107).

258) 한국인구보건연구원(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0년 7월 1일 국립가족계획연
구소로 정부출연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 12월에 국무총리의 지시
와 유사 연구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가족계획연구원과 한국보건개발연구원(1976
년 4월 19일 개원)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통합(1981년 7월 1일)하 다. 한국인
구보건연구원은 1989년 9월에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현재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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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피임실천율 1979 1982 1985 1988

15-24세 18.3 22.5 35.8 44.4
25-29세 40.9 44.6 60.8 65.4
30-34세 68.5 71.7 84.2 86.7
35-39세 71.9 79.9 87.2 89.6
40-44세 53.3 62.3 69.6 81.6

전체 54.5 57.7 70.4 77.1

<표 62> 유배우 부인의 연령별 피임실천율 추이 
(1979년, 82년, 85년, 88년) 

   ② 기혼여성의 연령별・계층별 피임실천 양상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개년계획 기간 중 합계
출산율을 1982년 2.6명에서 1986년 2.3명으로 낮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5년간 불임수술 175만 건을 포함 총 930만 명에 해 피임을 보급해야 할 것
으로 추정하 다. 이와 같은 피임보급 중 불임수술과 자궁내장치 시술의 경우 
80퍼센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먹는 피임약과 콘돔의 경우 20퍼센트를 정
부가 부담하며, 나머지 물량은 자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임보급과 인구증가억제에 있어서 관건은 20 의 피
임실천과 출산을 줄이는 것이었다. 당시 20 는 연간 신생아 출산의 80퍼센트
를 출산하고 있었지만, 피임실천율은 가장 낮았다259)(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
원회, 2016: 109-110). 연령별 피임에 한 인식과 실천 상황을 통해 비록 기
혼여성 통계임에도 당시의 피임 실천이 연령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 는지를 
통해 젊은 여성의 피임 인식과 실천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62>는 1970년  중반부터 1980년  후반까지 기혼여성의 연령별 피임실천율
에 관한 변동 상황표이다.

260)

259) 자료: 매일경제신문 1983. 1. 21 “올 가족계획사업 20  여성에 중점”
260)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 (검

색일 202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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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유배우 부인의 연령별 피임실천율 추이 
(1979년, 1982년, 1985년, 1988년)

 연령별 피임실천율의 증가추세는 1970년  후반까지는 30세를 기준으로 30
 이상의 여성(부인)의 피임실천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1979년 피임실천율은 

35세~39가 71.9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세~34세가 68.5퍼센트로 
높아 30 가 피임실천을 수용하 음을 알 수 있다. 상 적으로 15세~29세까
지의 피임실천은 30 에 비해 낮아 25세~29세가 40.9퍼센트, 15세~24세가 
18.3퍼센트로 특히 24세 미만의 경우는 20퍼센트에도 미치지 않은 피임실천
율을 보 다. 인구·가족계획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연령층(30세 이상)의 피임실
천율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1980년  인
구억제를 위한 과제로 30  미만의 피임실천이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
다(보건사회연구원, 1991: 543-545).

261)

 실제 1980년  피임실천의 양상을 보면 위 <그림 92>에서와 같이 1980년
의 피임실천율 증가는 (전체 연령 의 기혼여성층에서 증가하 지만) 30  이
하의 피임실천율 증가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인구억제 책이 본격 추진
된 1982년과 83년을 기점으로 이후 1985년까지 25세~29세 기혼여성 피임실
천율은 1979년 40.9퍼센트 던 것이 1982년 44.6퍼센트에서 1985년 60.8퍼
센트로 가장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 다. 한편 15세~24세 유배우 여성의 피
임실천율도 1979년 18.3퍼센트, 1982년 22.5퍼센트에서 1985년 35.8퍼센트
로 증가가 두드러졌다262).

261) 자료: <표 62>와 동일함.
262) 1988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 따르

면 15세~44세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77.1퍼센트 높아졌고, 합계출산율은 1987년에 
1.6명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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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여성 피임법 남성 피임법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월평균)

난관수술 월경조절 정관수술
콘돔

(월평균)

1980 188,393 102,827 179,093 70,223 28,036 73,746
1981 167,206 91,393 164,769 80,467 31,320 79,036
1982 199,083 113,014 233,518 141,259 53,143 101,601
1983 213,144 82,414 329,845 244,666 97,150 127,273
1984 195,352 54,654 255,547 209,740 123,222 129,672
1985 176,911 43,966 217,644 183,998 110,105 124,887
1986 233,385 45,840 220,274 196,523 92,244 108,343
1987 242,496 39,331 211,934 185,623 82,984 144,173
평균 201,996 71,680 226,578 164,062 77,276 111,091

<표 63> 정부 가족계획사업 내 피임방법별 추이 (1980년~1987년) 

<그림 93> 정부 가족계획사업 내 피임방법별 추이 
(1980년~1987년)

 당시 정부가 추진한 피임실천법 가운데는 일시적 피임법으로서 먹는 피임약
과 콘돔, 자궁내장치, 그리고 구적 불임수술 방식의 피임법으로서 난관수술, 
정관수술 등을 개별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 는데, 
이때 적절한 피임도구를 적정 비용 내에서, 신뢰할 만한 피임효과를 전제로 
부작용 없이 연령별 여성과 남성에게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263)

264)

26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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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63>와 <그림 93>은 1980년부터 87년까지의 피임방법 별 가족계획사
업 실적인데, 이 가운데 주목할 지점은 성별로는 여성의 피임실천에 해당하는 
난관수술, 월경조절술, 자궁내장치의 증가율은 물론 절 수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그 가운데 월경조절술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265). 반면 여성의 먹
는 피임약(월평균)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 남성 피임방법으로는 정
관수술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상 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콘돔 사용 피임실
천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 다.
 피임실천율의 상승 가운데 주목할 지점이 불임시술에 의한 피임이었다. 특징
적으로 불임시술은 남녀 모두 다시 생식력을 복원할 수 없는 불가역적 피임 
방법이었으므로 그 시행이 주로 기 자녀 출산을 완료한 기혼 성인이 주요 시
술 상이었다. 기혼 성인들이 복원 불가능한 불임술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피임방법은 피임실패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한 피임실패 임신으로 이어져 
임신중절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피임 방법으로서 불임시
술은 가족계획 사업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불임술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1988년 피임 실천율 77퍼센트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63퍼센트, 즉 전체 가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퍼센트의 상자가 (남녀)불임시술이란 구적(永久
的)인 방법의 불임술을 받았다. 한편 전체 불임시술의 남녀 비율은 여성의 불
임시술이 77퍼센트, 남성 불임시술이 23퍼센트로 여성의 불임시술 비율이 3
배가 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376-377).
 1970년  중반부터 도입된 사회지원 시책과 가족계획사업의 연계는 1980년

 접어들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정책(의료, 
교육, 주택, 복지 등)의 시행에 있어 정책 상자 개인과 가족이 인구증가억제 
정책에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반면 정책적 기준(자녀수 한 명 또는 
두 자녀)을 벗어날 경우 정책 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으

264) 자료: <표 63>과 동일함.
265) 월경조절술은 정부가 제한된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용범위 내에서 임신초기에 실

시하 던 비공식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이었다. 임신직후인 임신 후 2~3주 이내에 
인공흡출법으로 자궁 안에 든 내용물을 흡출해내는 일종의 인공임신중절술이었다. 
월경조절술이라는 명칭은 월경이 지연된 경우에 인공적으로 월경을 시키는 방법과 
유사한 처치이기 때문이며, 월경조절법은 전신마취가 없이 국소마취로 시술 후 바
로 퇴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해서는 지승경(2019)의 “ 한가족계획
협회의 초기 임신중절로서의 월경조절술(Menstrual Regulation) 제공에 한 연구
(1974-199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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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되었다. 먼저 1982년에 자녀수 2명까지만 의료보험 분만급여 지급, 자
녀교육비 보조금 비과세, 공무원 상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하
도록 한 반면, 각종 생업자금 및 복지주택부금 융자, 세민 특별생계비 지급, 
0세~6세 자녀의 1차 무료 진료 등 두 자녀 이하를 둔 불임수용자에 한 지
원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1980년  사회정책은 한 자녀 가정을 우 하는 방향
으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세민 상 특별생계비를 한 자녀 가정에는 30
만원, 두 자녀 10만원, 세 자녀 3만원 등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 다(인
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108).
 정부는 1980년  피임실천율로서 불임시술을 확 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상으로 불임시술을 수용할 경우 장려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억
제 정책을 확 하 다. 불임시술에 한 장려금 금액 또한 자녀수가 적을수록 
금액을 높여 1986년부터 87년 사이에는 3자녀 이상 세민 가정의 모가 불임
시술을 수용할 경우에는 3만원, 2자녀 가정은 10만원, 1자녀 가정일 경우 30
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 다266). 이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
로 가족계획사업의 적용 상으로 삼았기 때문이기도 하 고, 생활부조와 의
료부조와 같은 당시의 정부가 보조금(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가
족계획사업을 연결시키고자 하 기 때문이다267). 

시기 불임시술 (단위: 원)
1980. 1. - 1980. 12. 3,850
1981. 1. - 1981. 12. 4,100
1982. 1. - 1982. 4. 9,000
1982. 5. - 1983. 5 2자녀 이하: 100,000 3자녀 이상: 30,000
1983. 6. - 1983. 12. 100,000
1984. 1. - 1985. 12. 2자녀 이하: 100,000 3자녀 이상: 30,000

1986. 1. - 1987. 12.
생활부조(1자녀: 300,000, 2자녀: 100,000, 

3자녀 이상: 30,000)
의료부조(1자녀: 200,000)

<표 64> 1980년~1987년 시기, 저소득층 불임시술 수용 시 장려금 지급내역

266) 비고: 장려금은 저소득층 세민에게 지급,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21. “불임시술 수용자에 한 장려금지급내역”

267)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실적의 국가 단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정부의 사업이 성
별, 연령별 차이에 따른 사업 실적과 함께 지역별, 계층별 사업성과에 한 평가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층(빈곤)과 가족구조, 거주 지역별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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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부터 강화된 인구증가억제정책의 결과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1982년~86년) 기간은 피임보급실적이 가장 높았으며, 피임시술 수용자 부인
의 연령과 현존 자녀수도 크게 감소하 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불임수술
이 약 109만 건이었던 반면,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173만 건으로 증가하

다. 피임시술 수용 부인의 수용 시 연령 또한 1981년 31.3세에서 1986년 
28.2세로 낮아졌다. 그 결과 당초 목표한 1988년 합계출산율 (인구 체 출산
율인) 2.1명은 1986년에 조기 실현되었고, 1986년도 인구증가율도 당초 목표 
1.49퍼센트보다 훨씬 낮은 1.25퍼센트로 감소하 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
회, 2016: 109-112).

   ③ 임신중절 합법화의 재추진과 중단

 인구증가억제 책은 피임을 통한 방식과 함께 인공임신중절을 통해 추진되
었는데, 피임방법에 있어서는 난관수술과 함께 1980년  초반 가장 높은 증가
율을 보인 월경조절술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인공임신중절수
술에 한 모자보건법 내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허용하
지 않은) 제한적 예외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더욱 확 하여 합법화하는 방안
을 추진하 다268). 실제 1982년 언론 보도에는 정부가 모자보건뿐만 아니라 

족계획사업 전달 체계가 상이하 던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불임시술 수용과 
세민 장려금 지원에 해서는 윤리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연령 연도
총 

임신수

임신 결과 비율
정상
출생

사산
자연
유산

인공
유산

인공 유산비
(정상 출생 100 비)

20-24세
1978 196 74.5 1.5 10.2 13.8 18.5
1984 330 67.3 1.8 10.3 20.6 30.6
1987 218 64.2 - 8.3 27.5 42.9

25-29세
1978 341 58.7 0.3 7.3 33.7 57.5
1984 849 56.4 1.3 5.3 37.0 65.5
1987 637 60.9 0.5 7.4 31.2 51.3

<표 65> 연령별 임신결과 추이 (1978년, 1984년, 1987년)
2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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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억제를 위해 임신중절 합법화를 여론(특히 종교계)의 추이를 주목하며 
추진하 음을 알 수 있다.
 1982년 정부는 임신중절 합법화 및 국회입법을 계획하 으며, 실제로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정부가 임신중절 합법화를 발표하고 이후 종교계의 반 를 
예의주시하여 살폈으나 당초 우려와 달리 별 반 가 없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예정 로 추진할 것임이라고 발표하 다.

인공임신중절수술 합법화를 위해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보사부는 이들 법령의 개정을 앞두고 가장 
염려했던 가톨릭측이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자 “종교계
에서조차 인구 조밀도 세계3위라는 화급한 현실을 이해해주는 것 
같다”며 회색이 만면. 보사부는 임신중절수술을 합법화하기로 방
침을 굳히고 자료수집 등 본격적인 작업을 하면서도 「생명의 존
엄성」을 강조하는 천주교 등 일부단체의 의향을 몰라 쉬쉬해 오
다가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아연 실색, 장관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초긴장했던 것. 
보사부 관계자들은 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는 모든 산모들에게 희
소식이지만 특히 미혼모들의 경우 일반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수술
을 해주지 않아 음성적 방법으로 낙태수술을 받고 있어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분만을 해도 기형아를 낳거나 아기를 거

30-34세
1978 200 44.5 - 3.5 52.0 116.8
1984 363 36.9 0.3 7.7 55.1 149.2
1987 260 44.6 - 6.9 48.5 108.6

35-39세
1978 138 15.9 - 2.2 81.9 513.6
1984 88 25.0 - 6.8 68.2 272.7
1987 66 15.2 - 1.5 83.3 555.0

40-44세
1978 48 18.8 - 12.5 68.8 366.7
1984 25 4.0 - - 96.0 240.0
1987 17 35.3 - 5.9 58.8 166.7

합계
1978 928 50.5 0.4 6.6 42.5 84.1
1984 1,655 51.8 1.1 6.8 40.2 77.6
1987 1,198 55.1 0.2 7.1 37.6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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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내버리는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 인구포화 상태
인 우리나라로서는 종교적, 도덕적 차원을 넘는 시급한 문제라고 
호소. 합법화하기로 방침을 굳히고도 공개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했던 보사부는 언론기관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줘 합법화 추
진이 앞당겨지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경향신문 1982. 2. 19 “임
신중절 합법화 별 반  없자 보사부 안도”).(강조는 연구자)

 1982년 2월 19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임신중절 합법화에 한 종교계(특히 
가톨릭계)에서 이를 수용하고 큰 반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자 
우려했던 반발이 일어나지 않아 안도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다. 이 
기사는 이틀 전 “임신중절 합법화키로”269)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던 경향
신문의 기사가 추진 중에 있던 임신중절 합법화를 보도하면서 정부와 보사부
에서는 반 가 거셀 것으로 예상하고 응을 고민하던 중에 가톨릭계가 별 반
발이 없자 이를 반기며 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이었다.
 경향신문은 1982년 2월 17일 기사를 통해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합법
화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하

다. 기사는 보사부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아기를 갖기 원한 임산부는 
53퍼센트로 그 외의 47퍼센트는 피임 등을 잘못해서 임신을 한 것으로 부
분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모는 사생아를 낳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 비(非)의학적 수술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으며, 기혼의 산모도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면 현재의 모자보건법 
상의 허용사유로 적법성을 가장(假裝)하기 위해 기형아 분만, 유산 가능성, 건
강상 이유 등을 이유를 통한 음성적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
다고 보도하 다. 한편 이렇게 실시되는 임신중절이 한 해 150만 건 추산된다
고 기사는 보도하 다270). 
 같은 1982년 7월 6일 매일경제신문은 정부와 여당(민정당)이 법으로 금지되
어 있는 낙태를 자유화할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임신중절의 허용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임신중절을 규제할 경우 

269) 자료: 매일경제신문 1984. 2. 25 “청소년근로자에 순결교육”, 매일경제신문 
1985. 6. 22 “노동부, 7월부터 18세미만 여성 30인 이상 고용업체”

270) 자료: 경향신문 1982. 2. 17 “임신중절 합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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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1980년  초반 정부의 임신중절 합법화 
추진에 관한 기사

오히려 원치 않는 사생아를 양산하게 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급한 인구
증가억제에도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낙태 
자유화를 빠르면 1982년 가을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을 개정
하여 198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하 다271). 

272)

 산업화에 따라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청소년의 
성행태가 변화하면서 젊은 미혼여성의 인공유산이 늘어났다. 고려  의  홍
성봉 교수가 최근 20여 년간의 국내 인공유산과 청소년의 성(性) 행태에 관한 
자료를 미국 인구협회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인공인신중절은 1960년  초반
에는 한해 약 10만 건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1백50만 건으로 증가하 다. 
연령별로는 1960~70년 에는 30  중반 여성이 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20

 초반까지의 젊은 여성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현재 24세 이하의 여성이 43퍼센트, 그 가운데 3분의 1은 미혼여성인 것으로 
추정하 다. 
 혼전 임신율은 1960년 이전에는 10퍼센트에 불과했으나, 70년  초반 약 22
퍼센트로 증가하 고, 70년  중반에는 25퍼센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실천율 비교치를 살펴보면 15세~24세 여성의 피임실천율은 
1971년 7퍼센트 1978년 16퍼센트로 계속 늘어나는 반면, 10  미혼모 가운

271) 자료: 매일경제신문, 1982. 7. 6 “낙태자유화, 민정 법제화 방침” 
272) 자료: (위) 경향신문 1982. 2. 17 “임신중절 합법화키로” (아래) 경향신문 1982. 

2. 19 “임신중절 합법화 별 반  없자 보사부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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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피임을 실천한 비율은 5.2퍼센트로 낮게 집계되었다. 국제적 비교에서 미
국 미혼여성은 50퍼센트, 일본 여학생은 약 65퍼센트가 피임을 실천한 반면, 
국내 여성근로자의 경우 15세~19세 사이는 38퍼센트, 20세~25세는 15퍼센트
가 피임에 해 전혀 지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추세를 통해 
국내 미혼여성의 인공유산이 크게 늘어남은 물론 모성 건강에 위협이 될 것으
로 내다보며 책 마련을 촉구했다. 

   ④ 미혼여성 재생산권 인식의 지체

 피임실천율 달성이라는 성공의 이면(異面)에는 우리나라 피임과 가족계획사
업에서 피임방법의 보급이 상 적으로 저조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하 으며, 원
칙상 피임방법은 ‘가역적(可逆的)이라야 한다’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피
임술이어야 할 불임시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1970년  중반 이후 두드러졌다. 
지속적 실천이 담보되기 어려웠던 피임보다 항구적이고 비가역적 피임법으로
서 불임시술(남성 정관수술, 여성 난관수술)의 비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일종인 월경조절법의 확  적용으로 1980년  
이전의 가족계획과 피임-불임-인공임신중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미혼여
성의 피임실천율에 관한 양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이 기혼여성
의 피임율을 통한 출생자녀수를 줄이는 것이었던 점에서 미혼여성의 경우 가
족계획사업 역 외의 존재 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재생산 및 피임 정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계획사업의 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미혼 여성의 피
임 및 재생산권의 상황은 정책적 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혼인한 여성에 

한 성과 재생산에 한 신뢰할 만한 공식적 지식의 공급은 부족했지만, 특
히 혼인하지 않은 여성들에 해서는 성에 한 지식이 곧 성에 한 접근을 
우려하여 제공되지 못하 고, 성교육은 곧 순결교육과 동일시되었다. 이처럼 
적절한 피임방법과 지식을 제공받지 못한 미혼 여성들은 필요한 성교육으로 
성과 재생산 관련 지식에 한 수요가 높았으며, 실질적인 피임도구와 방법에 

한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이 기혼여성의 피임실천을 통한 출생자녀수를 줄이는 것이었던 
점에서 미혼여성의 경우 가족계획사업 역 밖의 존재 거나 미래의 가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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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임신중절 여성의 저연령화와 미혼여성 증가에 
한 기사

사업의 잠정적 예비 상자로서 소자녀 출산의식의 심어줄 상이었을 뿐이
다. 한편 미혼여성이 가족계획사업을 통하여 피임과 임신중절의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성 문란’의 우려는 가족계획사업의 도입 초기부터 가장 경계하던 점
이었다. 그 결과 미혼여성에게 가능한 ‘성(섹슈얼리티)’에 한 인식을 억제하
는 동시에 출생자녀의 소자녀화를 위한 출산조절 의식을 갖게 하는 방법이 모
색되었다. 그 결과 미혼여성의 경우 직접적인 피임의 방법과 기술(도구)의 접
근은 제한되고, 그러한 접근은 결혼 이후로 연기되었다. 

273)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모두 신뢰할만한 피임방법에 한 지식과 기술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비율의 피임이 아닌 임
신중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 처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모자보건법』제정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 다. 그러나 결국 이러
한 피임방법의 불안정성과 특히 미혼여성에게 피임에 한 지식을 곧 성적 자
유와 성 문란과 동일시한 당시의 우려는 혼인과 전문 의료 지식으로서 피임방
법과 출산조절 방법을 차단함으로써 혼인 이후로 연기시켰으며, 신 미혼여
성에게는 ‘순결’ 규범의 요구가 성(섹슈얼리티와 재생산) 관련 지식 교육을 
체(代替)하 다.
 학교교육으로 1960년  중등 가정교과에 여성 생리현상에 한 기초지식이 
교과서에 초보적 성교육이 시작되었다. 결혼, 가족체계, 보육, 임신생리 등의 
내용이 보강된 이후 1970년  말 1970년  말 ‘순결교육이란 명칭으로 학교 

273) 자료: 동아일보 1983. 10. 27 “인공유산 24세 이하가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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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1980년  청소년근로자 상 성교육으로서 
순결교육 추진에 한 기사 

성교육이 실시되었다274). 1980년  적극적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순결교육’이 ‘성교육’으로 바뀌었다. 70년 까지 ‘순결교육’은 교육 상을 여
학생에 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 교육목표도 여성의 일방적 순결강요에 있었
다. 이러한 순결교육은 보수적 성윤리관에 바탕을 두고 남녀에게 상충되는 이
중적 성윤리를 강조하 다. 반면 1980년  이후 도입된 ‘성교육’은 체계적인 
성 지식 습득, 성에 한 기본습관 및 행동의 체득을 목적으로 한 보다 남녀
평등적 가치관을 지향하 다.
 1984년 노동부는 청소년근로자에 한 ‘순결교육’ 실시를 기업에서 의무적으
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하 다275). 지침의 주요 내용은 노동부가 근
로자 100인 이상의 제조・운수업체 및 청소년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등 모두 2천개 업체를 상으로 각 기업 상사업장마다 「가정복지학
습반」을 조직, 이를 통한 순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순결교육
의 내용은 “남녀의 신체구조, 이성교제, 순결의 필요성과 남녀의 책임, 임신 
및 출산, 성병(性病), 모자보건, 건강관리 문제 등”으로 이러한 내용을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원 강의, 개별상담과 화상  등을 통해 지도
하고, 가정복지학습반에서 월 1회 이상씩 조별 토론회를 개최해 순결 및 가정
생활 윤리 등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교육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276)

274) 예방사업으로 기관교육으로 정부주도형기관(남부근로청소년회관, 노동부 성남지
방사무소, 노동부 북부 지방사무소, 구로부녀복지관, 경기도여성회관, 경남여성회
관)과 민간주도형기관( 한가족계획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YMCA)이 근로
청소년 또는 미혼근로여성을 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중에 성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포함시켜 진행하 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40-41).

275) 매일경제신문 1984. 2. 25 “청소년근로자에 순결교육”, 경향신문 1984. 3. 10 “근로
청소년 복지투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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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이같이 순결교육을 근로청소년들에게 실시하게 된 취지는 이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이성교제를 함으로써 “탈선, 미혼모 발
생, 유흥가 전략, 강도・절도・폭력 등 범죄, 나아가 가정생활의 파탄을 초래
하는 등의 사고를 유발”되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 다. 노동부는 1984년 당시 29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 2백만여 명에 

한 순결교육을 연차적으로 확 하여 1988년에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정
착시킬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하 다. 다음은 순결 개념에 해 보다 직접
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1985년 『여성백서』에 나타난 순결의 개념과 순결의 필
요성에 한 내용이다.

순결(純潔)의 개념은 결혼 전의 성행위(性行爲)의 금지와 일부일처
제(一夫一妻制)로서의 건전(健全)한 결혼생활(結婚生活)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순결은 오랜 역사에 근원을 둔 가치관으로
써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의 행복을 위한 선행조건이
라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미혼모(未
婚母)의 문제가 야기된다던가 또한 직장생활의 파탄 및 개인생활의 
파괴, 성병(性病) 감염(感染) 등에 대한 보건적인 위험 등 순결의 
상실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각종 문제
를 유발시킬 수 있다(여성백서, 1985: 343).(강조는 연구자)

 위의 여성백서에서도 순결은 결혼 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의 조건이며, 순결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미혼모’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직장생활의 파탄, 개인생활의 파괴, 성병 
등 개인과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여성
노동자 중 미혼의 비율이 84퍼센트를 넘어서고 있고 사회 환경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노동부(勞動部) 주관으로 건전한 1975년부터 「사업장 가족
계획사업」을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연합인구활동기
금)의 자금지원과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의 
기술지원을 통해 실시해오고 있었다. 노동부에서는 공업단지 내 청소년들의 
성비행과 그들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한가족계획협회 주관으

276) 자료: 매일경제신문 1984. 2. 25 “청소년근로자에 순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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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달에 25회씩 서울에 있는 공장을 순회하며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
다.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의 중점 사업내용은 1984년 청소년노동자에 하여 
2천2백47개 사업체에서 순결교육을 실시하 으며, 기혼노동자에 상 천5백
47개 사업체에서 가족계획 및 성병계몽을 실시하 는데, 주요 교육방식은 여
성 및 청소년 집지역을 중심으로 팜플렛, 소책자, 슬라이드 및 표어를 제
작・배포하는 것이었다(여성백서, 1985: 343). 
 이처럼 1980년  정부는 가족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우려되었던 미혼여성의 
피임과 인공임신중절 증가에 한 지식과 실제 사용에 한 언급은 전혀 없었
는데 이는 자칫 이러한 피임에 한 지식이 가져올지 모르는 혼전 성경험의 
허용적 의미나 그에 따른 성적 개방을 우려하 기 때문일 수 있다. 결국 순결
교육의 내용 내에 피임과 관련된 지식은 제외된 채 순결에 한 강조를 중심
으로 한 성교육과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소자녀 출산 후 단산(斷産)에 한 인
식 확산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실제 미혼여성은 성, 피임, 성지식, 
피임실천 등에 한 실질적 지식으로부터의 차단되었고, 성적 결정권이 아닌 
순결에의 일방적 요구에 직면해야 했다. 

  (3) 유아교육-탁아의 병행 추진 실패와 지체된 모성보호

   ① 기혼여성 고용의 확대와 탁아수요 변화

 1980년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아동 탁아의 
수요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탁아시설의 절  부족으로 취업여성의 자
녀양육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저소득층 취업모
가 많은 저소득층 지역의 탁아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탁아수
요 증가에 하여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과 탁아사업을 통합 방식의 
새마을유아원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새마을유아원은 『유아교육진흥법』을 
통해 이전의 『아동복지법』상 탁아를 신한 것이었다(여성백서, 1991: 
376-381).
 1970년  이후 중공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여성 노동력 수요를 변
화시켰다. 이전까지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기업은 외 경쟁력을 
높이고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변동의 여파에 따라 쉽게 고용, 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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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여성취업자 

수

가임여성
도시 농촌

취업자 수
총 여성취업자 

내 가임여성 비율
1975 4,341 1,793 41.3 41.2 41.4
1980 5,222 2,204 42.2 43.0 41.0
1985 5,833 2,677 45.9 49.2 37.4
1987 6,613 3,055 46.2 50.5 33.8

<표 66> 가임여성(22-44세)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명)

수 있는 단기적이고 값싼 노동력인 여성노동자를 활용하 다. 그러나 1975년
을 전후로 경공업 중심 정책 시기 급상승하던 여성노동자 비율이 46.7퍼센트
를 정점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화학 공업의 집중적 육성 결과 제조
업 생산직에 남성이 량 진입함으로써 상 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아진 결
과 다. 한편 당시 미혼의 여성노동자는 결혼과 동시에 공식적 취업 활동이 

부분 중단되었다. 이는 여성에게 결혼과 동시에 가정에서의 가사부담을 여
성의 일차적 역할로 규정하고 직업 활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성 역할 
규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의 여성들은 ‘조국 근 화의 역군’으로 호명되던 다수의 미혼 여성은 
최저생계 조건만을 허락하는 노동 현장에 묶여 있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근

적 아내’이자 ‘어머니’의 이름으로 성별 분리의 확고한 틀인 가정에 머물러
야 했다(전경옥・유숙란・김은실・신희선, 2011: 218-219). 그러나 하층 여성
은 성 차별적 사회 문화나 시선과 관계없이 남편의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시장 
고용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로 인해 도시빈민 거주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이 미혼 여성의 참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 형태에 있어서는 미혼 여성
의 절 다수가 임금노동을 하고 있었던 반면, 기혼 여성의 절  다수는 자
업, 가족 종사자 등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내공업
에 종사하 다. 그나마 가내부업에도 참여하지 못한 여성은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민 취로사업(자활지원사업)에 나갔다(김광호, 1975: 154; 
전경옥・유숙란・김은실・신희선, 2011: 219-220). 

277)

277) 자료: 박숙자, 1990: 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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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이후 1987년까지 전체 여성취업자 가운데 가임여성(25세~44세) 취업
양상은 1975년도에는 전체 여성취업자 434만명 가운데 41.3퍼센트인 179만3
천명의 가임여성이 취업해 있었던 반면, 1987년에는 전체 여성취업자 절 수
는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661만3천명으로 증가하 고, 여성취업자 가운데 가
임여성 취업자 비율도 4.9퍼센트가 늘어나 46.2퍼센트에 달했다. 여성취업자
의 임금수준은 (1988년 기준) 남성의 49.8퍼센트 수준인데 이러한 낮은 임금 
수준은 근속(勤續) 연수와 관련이 있었는데, 피고용인으로서 여성은 여성근로
자를 근속 연수가 짧은 취업자로 교육과 장기적 투자를 할 근로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 여성취업자의 짧은 근속 연수는 바로 결혼퇴직제
나 출산, 양육으로 인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양상에 기인한 것이
었다. 기혼 취업여성이 결혼 후의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정책적 측면
에서 지원함으로써 취업모 개개인의 어려움을 덜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활
용과 노동시장 내 남녀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탁아제도 확립이 요청
되었다(박숙자 1990: 353-354). 

   ② ‘새마을유아원’을 통한 유아교육과 탁아의 병행 모색

 1970년  후반, 탁아시설의 설립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 지만, 1980년  초
중반을 지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기혼여성노동
자의 증가에 따라 탁아의 수요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탁아시설의 절  
부족으로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저소득층 취업모가 많은 저소득층 지역의 탁아시설 확충이 시급해졌다. 
이러한 탁아수요 증가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과 조기교육의 확 를 
추진한 제5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과 탁아사업을 통합 방식의 
「새마을유아원」 설립으로 이러한 상황에 응하 다.
 탁아 및 유아교육 기관으로는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새마을 유아원과 사립유아원, 어린이 선교원, 농번기 탁아소, 예체능학원, 가정
탁아・이동육아인 및 민간시설탁아 등 아동보호와 교육을 위한 민간차원의 제
반 시설을 포함한다. 1981년 이후 공립유치원의 증가는 국가가 유아교육의 중
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공교육기관으로서 공립유치원 설치와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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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새마을유아원의 전국적 확  계획에 
한 기사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권장하 다. 또한 3세에서 4
세 아동을 상으로 하는 새마을 유아원의 증가는 저소득 지역의 아동을 상
으로 하는 집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 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27).

278)

 새마을유아원의 제도적 근거가 된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은 기존의 내무부 
산하에 1981년에 설립된 새마을협동유아원 263개소, 보건사회부 산하 어린이
집 694개소, 농촌진흥청 산하 농번기 상설 유아원 382개소 및 민간 탁아시설 
38개소를 새로이 1,377개의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하고 내무부 소관으로 변
경하 다(박숙자, 1990: 356). 새마을유아원의 상 아동은 4세에서 6세까지
의 미취학 아동이었으며 설치지역에 따라 0세에서 3세까지의 아반도 둘 수 
있도록 규정은 갖추어졌으나 거의 실행되지 못하 다. 새마을 유아원은 보육
시간이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짧게 운 되면서 기혼 취업여성을 위한 탁
아기능보다는 유아교육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278) 자료: 경향신문 1980. 12. 25 “내년부터 시(市)・군(郡)・구(區)마다 「새마을 유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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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관련 법령 및 계획 명칭 주요 내용

1980년 중반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
공・사립유치원 확충, 
농어촌 초등학교 공립유치원 증설

1980년 11월 5일 ‘취학전 아동교육시설의 
 운 모델’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주관부처를 
  보건사회부에서 내무부로의 이관, 
새마을협동유아원 설치

1982년 2월 8일 ‘유아교육기관 정비 통합
 계획’

유아보육 관계시설 통합・정비 
유아보육 관계시설인

   어린이집 691개소, 
   새마을협동유아원 263개소, 
   농번기 상설 탁아소 382개소, 
   기타 민간시설 38개소 등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

1982년 2월 22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탁아시설(어린이집)의 설치근거 삭제

1982년 3월 26일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 
 확정

유아교육기관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
   과 내무부 관할의 새마을유아원으로
   정비

19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새마을유아원 및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 
   의 제도적 근거의 정비

1983년 6월 9일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

유아교육진흥법의 통령령으로서 
   시행령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공단지역 중심 노동부 운  시범 탁아소
   개설

<표 67> 1980년부터 1987년 시기, 유아교육 및 탁아 관련 주요 정책・법률 변화

 새마을유아원의 설립과 기존 탁아시설의 폐쇄는 빈민지역 기혼 취업여성들의 
노동, 가사, 육아 등의 이중, 삼중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한 소규모의 탁아
소 증설로 이어졌다. 소규모 ‘지역사회 민간탁아소(이하 지역사회탁아소)’는 
1970년  중반 이후 민간 주도로 설립·운 되기 시작하 는데 1980년 에 들
어서면서 계속 확산되면서 1980년  말에는 약 200여 개소에 이르는 지역사
회탁아소가 운 되고 있었다. 이들 지역사회탁아소는 부분 세민 거주 지
역에서 비 리로 운 되었으며, 운  주체는 교회, 여성단체 및 노동단체가 

부분이었다(박숙자, 1990: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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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탁아시설 부족 및 탁아공백에 
관한 기사

   ③ 탁아 관련 제도적 공백과 탁아 인식의 이념화

 동아일보는 1982년 5월 4일 “「어린이집」 모자란다”는 기사를 통해 한국여성
유권자연맹의 어린이집 실태 조사 결과를 보도하 다. 기사는 행상을 하는 
세민 주부나 출근하는 지식층 엄마나 아기를 맡길 곳이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서독 ‘브레드 포더 월드(Bread for the World)’ 재단 지원으로 「한국
여성유권자연맹」이 실시한 어린이집 실태 조사에서 1980년 보사부 통계 탁아 
필요 어린이 수는 41만 명이고, 그중 어린이집의 수는 651개에 전체 필요 어
린이 수의 11퍼센트인 4만5천명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연령상으로
는 어린이집들은 5, 6세의 어린이들만 받고 있었지만, 더 어린 아이들 수용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이용시간의 측면에서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4시 반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행상을 나가는 주부나 직
장여성에겐 더 오랜 시간 운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79)

 성남, 광명, 쌍문동, 창신동 등의 세민 동네에는 노점이나 행상 나가는 빈
민여성들의 자녀를 돌봐주는 자생적인 탁아소도 있다. 현재 탁아시설은 수용
에 비해 공급이 절 적으로 부족하고, 탁아기능이 절 적으로 필요한 3세 미
만의 유아들이 실제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으며, 탁아모자격 탁아시설 보육료 
보육아 수 등 탁아사업에 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옆
에서 돌봐줄 사람이 절 적으로 필요한 0세부터 3세 미만의 유아가 현실적으

279) 자료: 동아일보 1982. 5. 4 “「어린이집」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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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형
상 

아동연령
상계층

탁아비용
(월)

탁아시간
관련

행정부처

시
설
탁
아

새마을 
유아원 3세-취학전 저소득층

세민
(20%) 

무료-4만원

반일반/종일반
 9:30-12:00
/ 9:30-16:00

내무부
(1989년
까지)

지역사회 
민간탁아소

2세-취학전
3세-취학전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3만원-
5만원

8:00-20:00
7:00-19:00 없음

농번기
탁아소 3세-취학전 농민 무료 연 2개월 운

9:00-17:00 내무부

직장
탁아소 3세-취학전 기업체 

공단 직원
무료-

5만5천원
9:00-17:00
9:00-18:00 노동부

민간
탁아소

2, 3세 이상 
취학 전까지

중산층 
맞벌이가정

9만원-
17만원 

8:00-18:00
8:30-18:00 없음

가
정
탁
아

가정
탁아모 0세 이상~ 중산층 10만원-

15만원 자유로움 없음

출장
탁아모 0세 이상~ 중산층 25만원 

이상 자유로움 없음

<표 68> 1987년 국내 탁아기관의 유형 및 특성

로는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외면하 다280). 기혼여성 취업률이 1975년 
37.8퍼센트에서 85년 44.1퍼센트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탁
아는 10개소에도 못 미치고 있고, 가정탁아는 3개 기관에서 배출한 탁아모 중
에서 실제로 탁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약 50명으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었
다. 시설탁아소로는 가정법률상담소 어린이의집281), 서울YWCA근로여성회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등이 운 되고 있었다. 

282) 

 탁아소 관계법 없어 탁아소 탁아모 질적 수준 천차만별로 탁아소 탁아모가 
1985년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데 부분 사회복지기관, 개인탁아소이다. 

280) 자료: 매일경제신문 1986. 3. 19 “탁아소 너무 부족하다”
281) 가정법률상담소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세민을 위한 무료탁아소 「어린이의

집」을 연 이태  소장은 “돌보아줄 사람을 구할 수도 없이 자식을 떼어두고 일하
러 나가는 어머니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탁아소를 열게 됐다”며 
개원 식사를 하 다(경향신문 1986. 4. 2 “ 세민 맞벌이 부부들의 탁아소 「어린이
의집」 문을 열었다”).

282) 자료: 박숙자, 1990: 359. 비고: 내용 가운데 비용 관련 기준 연도는 1990년임, 
1987년 유형 기준으로 ‘88탁아소’ 관련 내용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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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탁아시설 관련법 공백의 
문제점에 한 기사 

그밖에 저소득층 광명, 창동에 설립된 지역탁아소가 있으며, 비용이 4만~5만6
천원 탁아소 운 에는 부족하지만 저소득층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불교
사회문화연구원 여익구 원장 “탁아소는 유치원 유아원 등과는 달리 관계법이 
없어 비용 산출 근거를 마련하느라 힘들었다”면서 “지금과 같이 누구라도 임
의로 탁아사업을 할 경우 만약 사고라도 생기면 그 책임소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문제”라며 관련법제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전했다283).

284)

 다음은 1980년  초중반 서울의 빈곤지역이자 많은 어머니들이 이전의 가내
수공업을 통한 생계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던 방식에서 취업으로 더 이상 집안
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던 가정이 많았던 서울 창신동 지역 빈곤지역에 탁아소
를 설립했지만, 당시의 부모들이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상황, 그리
고 경찰들이 이를 북한에서 하는 것이라며 감시를 할 정도로 당시 한국사회가 
‘탁아’라는 집단적 아동보호에 한 거부와 금기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 공안의 경찰들 계속 왔어요. 젊은 남자가 둥지
장이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 당시의 시선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
들 모아서 보는 것은 탁아인데, 탁아는 빨갱이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 
너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
정이 봐야지. 엄마가 봐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거를 이렇게 모
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북에서나 하는 일이다. 이게 극복된 

283) 매일경제신문 1985. 5. 4 “탁아소・탁아모 관계법 마련 시급”
284) 자료: 매일경제신문 1985. 5. 4 “탁아소・탁아모 관계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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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민주화 이후입니다. 그래서 88탁아소라는 것이 생기는 거는 88년, 
87년 민주화 이후에 비로소 탁아소가 생기는데 (…) 군사독재 시절에 
얼마나 복지가 억압되고 편향된 산업화, 도시화를 무자비하게 추진했
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정병호, 2013).(강조는 연구자)

 위 발표문 속의 정병호는 1970년 와 80년  서울의 빈곤지역에서 탁아시설
을 설립하고 운 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의심과 감시 속
에서 시설을 운 하 던 경험을 들려준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병호에 의해 
서울 창신동에 설립된 「해송아기둥지」285)는 새마을유아원 체제에서 탁아시설
이 지역단위로 어떻게 아동을 보살피고 이를 통해 어머니들의 양육과 경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것인가는 물론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에 한 새로운 모델로 이후 본격적인 지역사회 탁아소 운동의 모델이 
된다. 하지만 당시 탁아에 한 개념이 없던 많은 부모들에게 ‘아이를 맡긴다’
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말로 이해되었
다. 이는 아직 아침에 아이를 맡기고 일하고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종일
보육 방식에 한 인식이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다. 해송아기둥지를 설
립한 정병호는 당시의 상황에 해 다음과 같은 기억을 갖고 있다. 

이때 정부에서는 빨갱이라고 그랬고, 동시에 우리가 창신동에 해송아
기둥지를 딱 세웠을 때, 아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이들을 막 맡기면 이 조그만 집에 어떻게 아이들을 감당
할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차려놨는데 안 오는 거야... 보육 수요가 
있는데. 남이 집단적으로 아이를 돌봐준다는 건 그렇게 모를 일이었
어요. 그래서 창신동 지역에 쪽방들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우리가 
아이를 돌봐줍니다. 일 나가는 분들 맡기세요” 하고 다녔더니 가서 

285) 1984년 당시는 급속한 산업 팽창과 기혼 여성의 임금노동 증가로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공동체 연계망이 약해지면서 어린아이들의 종일보육으로 아동과 가정의 필
요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계층 간 교육, 문화 체험기회의 편차를 줄이고
자 했던 해송유아원 모델에서 종일형태의 생활교육으로의 모델 전환을 고민하며 당
시 해송아기둥지를 열었던 것이다. 입양기관이 다녀간 다음, 한 명씩 아이들을 받
아 돌보면서 창신동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해송아기둥지는 국내의 초기 종일
제 보육의 몇몇 사례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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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맡기세요” 하고 찾아가면 “우리 애 안 팔아요” 했어요. 우리보
다 먼저 다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입양기관들. “애 키우기 어려우시
죠? 입양시키세요!” 그러니까 몇 번을 돈 거예요. 그게 84년 상황이
에요. (…) 그래서 보육이라는 것도 신뢰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
어요(정병호, 2013).(강조는 연구자)

 서울의 표적 빈곤지역이던 창신동에는 이미 탁아를 통한 어려운 가정의 아
이를 봐주려하기 전에 입양으로 기르기 힘든 가정의 아이를 (해외)입양 시키
길 권하는 입양기관이 다녀간 것이다. 이는 해외입양 기관들이 기존의 혼혈아
동, 기아의 입양에서 더 나아가 빈곤가정, 한부모 가족의 아동을 수용해 입양
을 보내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기다리는 입양상담이 아닌 빈곤지역을 직접 찾
아가 권하는 방식으로까지 적극적인 입양아동 수용 정책을 폈던 것을 보여준
다. 동시에 창신동 주민들의 표현이 “애 안 팔아요”라는 말은 아동을 입양으
로 포기할 경우 경제적 보상(또는 물적 지원)을 조건으로 입양을 제안하던 관
행이 있었음을 또한 보여준다.
 다음의 <표 69>은 1982년 이후 새마을유아원의 증가 추세와 이용 아동수 증
가 추이 및 같은 시기 확 된 유치원 증가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 따르
면 1981년 처음 새마을협동유아원으로 2백3개가 설립된 이후 1982년 새마을 
유아원으로 기존의 탁아시설을 통합하면서 그 수는 천8백71개소로 늘어났으
며, 다음 해인 1983년에는 4백57개소, 25퍼센트가 증가한 2천3백28개소로 크
게 증가한다. 이후 1984년에는 56개소, 2퍼센트 증가에 그치고 만다. 이후 
1987년까지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속되다가 1988년에는 28개소
가 줄어들어 감소 추세로 전환된다. 반면 같은 시기 사립・공립유치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1년 천36개 던 사립유치원은 1984년 3년 만에 천
33개소가 늘어난 2천69개소로 두 배로 증가하 고, 이후 1987년에는 또 다시 
3년 만에 천백64개소가 늘어난 3천2백33개소로 증가하 다. 한편 공립유치원 
수 또한 급증하여 1980년 40개소에서 1981년 천9백22개소로 급증한 이후, 
1984년 3천백14개소로 1987년에는 4천5백59개소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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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연도

탁아 및 유아교육시설 현황, 1979-1986

새마을협동
유아원 

탁아
시설

탁아시설 
이용 아동수

유치원 시설수

합계 사립
유치원

공립
유치원

1979 - 611 41,632 794 768 26

1980 - 657 45,075 901 861 40

1981 203 706 48,983 2,958 1,036 1,922

새마을 유아원 유치원 시설수

시설수 이용 아동수 합계 사립
유치원

공립
유치원

1982 1,871 123,325 3,645 1,312 2,333

1983 2,328 178,000 4,276 1,714 2,562

1984 2,384 187,349 5,183 2,069 3,114

1985 2,409 191,939 6,242 2,475 3,767

1986 2,413 200,885 7,233 2,900 4,333

1987 2,422 208,891 7,792 3,233 4,559

1988 2,394 201,192 - - -

<표 69> 1979년부터 1988년 시기, 탁아 및 유아교육시설 현황

<그림 100> 새마을 유아원 및 유치원 증가 추이 
(1982년~1987년) 

286)

287)

286) 자료: 여성백서, 1991: 376-381; 한국여성개발원, 1987: 26; 보건사회연보, 
1982; 이경남, 1989: 20.

287) 자료: <표 69>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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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의 확  및 탁아시설의 비공식화(탁아규정의 
법적 근거의 삭제)는 앞선 3장의 탁아제도와 관련해 살펴본 바와 같이는 어린
이 교육과 탁아에 한 책임 규정은 물론 국가적으로 어머니와 가정의 책임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 당시의 남한과 
북한이 이데올로기적 립 속에 각 체제가 아이를 돌보는 책임에 관해 어머
니・가족부모・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었는지까지 관련된 것이기도 
했다. 즉, 탁아와 유아교육의 차이란 육아가 곧 가정, 더 정확히 ‘엄마’의 
몫288)이라는 인식 속에 다른 사회나 국가의 공적인 육아, 특히 아의 돌봄에 

한 사회적 인식의 공백을 넘어, 필요에 한 강한 부정(否定)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1980년 에 접어들어 기혼여성의 취업이 확 되는 상황 속에서도 탁
아에 한 필요나 인식 개선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당장 탁아가 필
요한 빈곤한 지역의 가정이나 기혼취업모에게도 탁아에 한 요구나 인식이 
생겨나지 못했던 이유 다. 

 2. 친생모 보호의 다각화와 양육지원의 부재

  (1) 부녀상담소의 미혼모 상담 참여

 1980년 에 접어들면서 이전까지 민간, 특히 해외입양기관에서 추진하던 미
혼모 관련 사업을 부녀행정을 담당한 정부 부처(보사부)와 민간 여성단체(한국
부인회) 및 전국적 부녀상담소에서 미혼모 관련 사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81년 해외입양 자율화 전환과 함께 미혼모 예방사업을 실시할 것을 

288) 이혜경(1991)은 탁아정책의 세 가지 모델을 기본시각, 문제의식, 상범위와 재
정방식 등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복지모델’, ‘여성 복지모델’, ‘아동 복지모델’로 구
분했는데, 1980년  당시는 저소득층의 돌봄이 필요한 (방치된) 아동과 취업모를 

상으로 한 양적 선별주의적 방식의 탁아정책 모델에 해당하며, 문제의식에 있어
서도 빈곤, 계층격차에 한 목적이 우선하는 것이었다. 반면, 여성 복지모델은 여
성참여의 보장과 성차별의 해소를 위해 양적 보편주의 관점을 취하고, 아동 복지모
델은 가정보육과 시장보육의 결함으로부터 아동기본권 보장을 문제의식으로 모든 
아동에 한 질적 보편주의 관점의 탁아를 제공하는 단계로 구분된다(이혜경, 
1991: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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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한국부인회 주최 미혼모 실태 관련 
조사결과에 한 세미나에 한 기사

발표하 다. 이후 1982년부터 보사부는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有關機關)으로 한가족계획협회와 홀트아동복지회, 한적십자사, 한국여성
개발원과 합동으로 공단지역노동여성과 접객업소 종사자들을 상으로 전국적 
규모로 교육을 시작하 다(여성백서, 1985: 456). 보사부가 1982년부터 각 
시·도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국의 접객업소 및 기업체 근로여성을 상으
로 미혼모 발생예방, 성병 근절, 성윤리관 확립을 목적의 성교육289)을 시작했
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33).

290)

 1980년  초반 보사부가 추진한 미혼모 예방사업은 부녀행정이나 미혼모 보
호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인구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
다. 한가족계획협회와 홀트아동복지회291), 한적십자사, 한국여성개발원이 

289) 성교육 실적으로는 1982년 17만8백53명, 1983년 42만9백24명, 1984년 75만8백1
명, 1985년 75만9백명, 1986년 2백13만6백명으로 그 규모가 확 되었다(한국여성개
발원, 1987: 33 참조).

290) 자료: 경향신문 1983. 8. 27 “한국부인회 실태조사 세미나, 미혼모 63%가 양육의
탁 희망” 사진 설명 : 미혼모 실태에 한 세미나가 한국부인회 주최로 26일 교육회
관 8층 강당에서 열렸다.

291) 1984년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모 예방교육 사업에 참여한 전국의 13개 사무소는 
교육 3년차에 접어들면서 첫해의 접객업소 종사여성을 바라보는 심정과 해가 거듭
되면서 미혼모 예방교육의 상으로서 접객업소 여성에 한 태도가 서로 변화해가
고 있음을 느낀다는 홀트아동복지회 박 옥 상담부장의 경험을 기고형식으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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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추진했던 미혼모 예방사업은 공업단지 내 공장이나 여성 집결지를 
순회하며 성교육을 통해 실시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로서 
성장발달에 따른 생리적 변화와 임신에 한 상식, 피임에 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었다292)(한국여성개발원, 1984).
 1980년  초반 정부의 해외입양 자율화와 함께 시작된 미혼모 보호사업의 
정부 참여는 미혼모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당시의 가족계획사업과 해외입양기
관과 기존의 부녀상담사업을 통해 추진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가족계획과 
성교육의 관점이 실질적 미혼모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예방사업은 위의 여성백서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순결’을 통
해 성행위를 결혼생활 이전에 금지하는 것이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의 행복을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것을 일회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미혼모 예방 교육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미혼모가 되어 개인생활과 
직장생활의 파탄, 성별 감염, 순결의 상실 등 개인적인 문제와 각종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뿐,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피임과 임신에 한 정확한 지식에 한 언급은 당시의 교육에서는 다루어지
지 못한 점이 실제적 미혼모 예방 효과를 제한하 다.
 1980년 에 접어들면서 미혼모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정부는 관련 
통계를 직접 보사부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에서 취합 생산하고, 정부 차원의 
예방 및 상담사업을 시작하 다. 1970년 에 미혼모 관련 사업을 일부 미혼모 
보호시설과 해외입양기관의 미혼모 상담사업에 의존해왔던 반면, 1980년 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부녀상담소에서 미혼모 상 상담을 확 하고, 미혼모 예
방사업을 정부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면서 이전에 비해 직접적인 미
혼모 보호를 시작한 것이다.
 1985년 상담서비스 기관으로는 보건사회부와 각 시・도에서 설치한 부녀상

있다(관련 기사는 동아일보 1984. 7. 3 “키울 수 없는 아기” 참조). 해외입양기관
인 홀트아동복지회에서도 여학생을 상으로 한가족계획협회 보조를 얻어 집단으
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부 부녀복지과에서는 접객업소 종사자, 
윤락여성 등을 상 로 성교육, 피임계몽을 실시하 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292) (1987년 당시) 접객업소 및 기업체 여성근로자 상 순회교육은 한꺼번에 200명
씩 1회성, 교육 상자 특성 고려 안 되며, 남성은 제외 여성만 상 실제 미혼모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 다(동아일보 1987. 12. 3 “미
혼모 10 가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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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293)가 있어 전국 시・도・군・리에 223명의 부녀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으
며, 특히 주요 역, 터미널, 광산촌, 공단, 윤락여성 집결지 등 취약지역에 임
시상담소를 두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1987년 기준) 전국에 45개소가 설치
되어 있었다.
 미혼의 임신・출산으로 현실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비난에 한 두려움과 
수치심, 장래에 한 절망감 등으로 미혼모는 심리적으로 위기에 처하 다. 
한편 미혼모는 가족, 미혼모, 동료와의 인관계, 임신과 출산에 한 반응, 
아동에 한 계획, 정서적 혼란 등 임신으로 인해 야기되는 전반적 심리적 문
제를 다룰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필요하 지만 해외입양기관은 이러한 미혼모
가 처한 전반적인 상황에 한 상담보다는 출산한 자녀에 한 상담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부분 입양상담에 치중하고 있었다. 
 한편 부녀상담소의 주요 사업294)은 요보호여성의 신상·취업·가족생활 상담, 

구분 계 부녀
상담소

간이 부녀 
상담소 비고

계 55 21 34

 시설구분 기준

① 부녀상담소: 시도조례규정에 의한 
시설 및 시설면적이 8평 이상인 
상담소

 
② 간이부녀상담소: 시설면적이 8평 

미만인 상담소

 운 주체: 시・도・군・구, 민간

서울 10 8 2
부산 1 1 -

구 1 1 -
인천 2 1 1
광주 2 1 1
경기 3 1 2
강원 1 1 -
충북 2 2 -
충남 5 1 4
전북 18 1 17
전남 3 - 3
경북 3 1 2
경남 3 1 2
제주 1 1 -

<표 70> 1986년 전국 부녀상담소 현황

293)
자료: 보건사회부, 1987: 146. 『부녀행정 40년사』 “부녀상담소 현황”
294) ‘부녀복지사업계획 및 사업지침’(1987)에 따르면 부녀상담사업의 목적은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및 요보호여성에 한 사후선도 등 상담사업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310 -

연도
수용 상자 수 부녀직업보도시설

윤락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합계 시설수
수용
인원

상자 비 
비율 (%)

1980 10,421 15,600 3,146 29,167 24 6,518 22.3
1981 10,271 15,761 5,069 31,101 24 6,687 21.5
1982 13,280 16,190 7,475 36,945 21 6,944 18.8

<표 71> 부녀직업보도시설 수용 상자 수와 수용인원 추이 (1980년~1987년)

가출여성의 연고자 인계·취업알선, 시설수용 상자 시설입소 조치,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전화상담 전개, 사후선도 등이었다. 부녀상담원이 피상담자 미혼모
의 상담내용에 따라 기존에 형성된 의뢰체계인 일시보호소나 보호시설, 병원 
등으로 연결하는 상황에서  부녀상담을 통한 미혼모 상담은 실질적인 상담 이
후의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부분 미혼모시설과 병원, 입양상담
으로 연결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61-62). 

  (2) 미혼모 보호시설의 증설과 입양기관 상담의 확대

   ① 1980년대 미혼모 보호시설의 확대

 표적 미혼모 보호사업으로 미혼모 보호시설을 들 수 있다. 아래 <표 71>은 
미혼모 보호시설을 포함한 당시의 부녀직업보도시설 수용보호 상자의 유형
별 증감과 전체 부녀직업보도시설 시설수 및 수용인원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수용 상자로 가출여성의 수는 1980년 만5천6백에서 1985년 만7백38명으로 
31.2퍼센트가 빠르게 감소한 반면, 윤락여성의 수는 1980년 만4백21명에서 
1985년 만천79명으로 오히려 소폭의 증가 추세를 보 다. 미혼모 수에 있어
서는 1980년의 3천백46명에서 1983년의 9천5백18명으로 초기에만 세 배 가
까이 늘어났고 이후 1984년에 만 명을 넘어서 1987년에는 만2천5백4명으로 
1980년 기준으로 네 배가량의 증가를 보 다.

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설정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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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1,903 10,647 9,518 32,068 20 6,226 19.4
1984 10,499 11,049 10,142 31,690 20 4,979 15.7
1985 11,079 10,738 10,383 32,200 23 3,549 10.7
1986 (미상) (미상) 12,035 (미상) 24 3,821 (미상)
1987 (미상) (미상) 12,504 (미상) 24 3,022 (미상)
평균 11,242 13,331 8,784 32,195 23 5,218 18.1

295)

 그 결과 전체 부녀직업보도시설 수용 상은 가출여성의 감소를 체하는 미
혼모 수의 증가로 전체 수용 상자 수가 1980년 2만9천백67명에서 1985년 
3만2천2백명으로 10퍼센트가 늘었다. 1980년  부녀직업보도소 시설수는 
1980년 24개소에서 1984년 20개소로 일부 감소 추세를 보인 뒤 1986년 다시 
24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재원인원은 1985년과 86년
에 일시적 증가 후 다시 감소해 1980년의 2천백36명에서 1987년 천백44명으
로 46퍼센트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입소인원은 꾸준히 감소해 
1980년 6천5백18명에서 1987년 3천22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수용
인원은 1980년 6천5백18명에서 1985년 3천5백49명으로 45퍼센트가 줄면서 
전체적 수용보호 비율은 1980년 22.3퍼센트에서 1985년 10.7퍼센트로 줄어들
었다. 전체적으로 시설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반면 입소자 수와 재원 인원
이 줄어든 것 요인은 점차 수용 정원이 줄어들거나, 시설 정원이 채워지지 않
았던 상황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그림 102> 부녀직업보도시설 및 미혼모 보호시설 
수용보호비 (1979년~1985년)

295) 자료: ① 1980년~1985년: 한국여성개발원, 1986. ② 1986년~1987년: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부녀직업보도소 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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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수용정원 소재지
구세군여자관 35 서울

마리아 부녀보호지도소 40 춘천
애란원 50 서울
합계 125

<표 72> 1984년 전국 미혼모 보호시설 현황

 이와 같은 부녀직업보도시설 수용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미혼모 수용보호비
율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전체 부녀직업보도소 입소 상 인원
이 미혼모 증가로 늘어났고, 미혼모 보호시설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반면 전체
적 부녀직업보도소 재원 및 입소수가 감소한 결과 다. 1985년 『여성백서』에 
따르면 전국에 미혼모 보호시설(이하 미혼모시설)은 아래 <표 72>와 같이 세 
곳으로 서울에 두 곳, 강원도 춘천에 한 곳이 있었다. 미혼모시설의 역할은 
“미혼모를 수용 보호하는 한편 직업보도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여성백서, 1985). 그러나 세 곳의 미혼모시설
의 수용 정원은 백25명으로 1980년  급격히 증가한 미혼모에 비교해 극히 
일부만이 보호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매년 2개소씩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불우 세여성을 보호하는 윤락여성보호시설을 미혼모보호시설로 전환시켜 나
갈 계획을 추진하 다.

296)

 1980년  중반이전 부녀직업보도시설로서 이전의 외국인 개인(애란원)과 
종교기관(구세군, 마리아 부녀보호지도소)에 의해 운 되던 미혼모시설은 
1980년  중반인 1984년과 85년, 86년에 걸쳐 국내 부녀복지재단(인애복
지원, 자매복지원, 일맥원, 은성직업기술원)과 해외입양기관(에스더의집, 
혜림원), 종교기관(마리아 모성원)이 설립되면서 1980년  초반 세 곳에서 
1987년 열 곳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전체적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수용비
율이 감소하는 양상과 달리 미혼모시설에 수용・보호되는 미혼모의 비율

296) 비고: 1984년 10월 기준, 자료: 여성백서, 1985: 456 “미혼모 보호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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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지역
시설명 수용현황(명)

10개소
정원 연말 재소인원
410 258

서울

구세군여자관 35 35
애란원 50 40

자매복지회관 30 30
은성직업기술원 35 16

부산 마리아 모성원 50 22
경기 에스더의집 50 42
강원 마리아 부녀보호지도소 40 22
충남 일맥원 40 29

구 혜림원 50 9
광주 인애복지원 30 13

<표 73> 1986년 연말 기준 전국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연도 미혼모 수 
(명)

미혼모 
보호시설 

시설수 (개)

수용인원
(명)

수용보호비
(%)

1981 5,069 1 270 5.3
1982 7,475 2 402 5.4

<표 74> 미혼모 수와 미혼모 보호시설 수용인원 증가 추이 
(1981년~1985년)

은 4퍼센트 내외(1983년)에서 8퍼센트(1986년)로 증가하 다. 이처럼 시설
이 늘어났음에도 수용보호 비율이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 던 것은 미
혼모시설 증가와 미혼모시설 수용 미혼모 수의 증가 속도에 비해 미혼모 
상담 및 전체 미혼모 증가가 동시에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297)

297) 비고: 1986년 12월 31일 기준 미혼모 보호시설임. 시설별 설립일(또는 미혼모시
설 전환일)은 구세군여자관(1966. 12. 1), 애란원(1973. 3.), 마리아부녀보호지도소
(1979), 인애복지원(1984. 9. 20), 자매복지원(1984. 10.), 일맥원( 전여성직업보도
원, 1984. 11. 27), 마리아 모성원(1985. 4. 13), 에스더의집(1985. 12. 28), 은성직
업기술원(1986. 2.), 혜림원(1986. 9. 4)이다. 자료: 보건사회부, 1987: 151 “미혼모 
보호시설 현황”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314 -

1983 9,518 3 451 4.7
1984 10,142 6 516 5.1
1985 10,383 7 727 7.0

298)

   ② 미혼생모 양육지원 부재 속 시설입소 미혼모의 입양의존의 심화

 1987년 당시 미혼모 보호사업으로 숙식보호는 산전산후의 일시적 보호로 국
고와 지방비 보조를 받는 개의 부녀직업보도소가 있으나 현재 서울의 구세군
여자관, 애란원, 춘천의 마리아부녀보호지도소만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세군여자관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전액 무료이며, 애란원이나 마리아의집은 
미혼모의 상황에 따라서 유료, 무료가 결정되며 보호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다299). 미혼모의 경제적 능력이 전무할 경우, 입양기관에서 비용을 부
담하고 있다. 
 의료혜택 및 분만비 보조 사업으로는 구세군여자관, 애란원, 마리아의집 등
의 숙식보호시설의 미혼모는 이상 분만 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제1종 의료보호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정상 분만 시는 전액 혹은 일부를 기
관이 부담하 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기관이 정한 2곳의 병원과 1곳의 조
산소에서 임산부가 정기진찰을 받고 분만할 수 있도록 하며, 분만 후의 치료
비와 분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하고 있다. 한사회복지회는 자체에서 
병원을 운 하여 건강진단과 분만에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며, 분만비
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하 다. 
 1987년 6월 동아일보 기사는 1980년  중반 추가설립으로 미혼모시설이 증

298) 시설수에서 1981년에 한 곳, 1982년 두 곳, 1983년에 세 곳으로 나타난 것은 
구세군여자관 이외의 애란원이 1982년에 공식적 시설 승인을 받고, 마리아 부녀직
업보도소가 1983년에 시설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녀직업보도소로서 
당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적용을 받던 시설은 보호사업을 시작한 날과 법인설립, 
시설 승인일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299) 한국여성개발원(1986: 420)과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 자료에 따르면 
미혼모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최  1년이지만 실제적으로 미혼모들이 출산 후에 
되도록 빨리 시설을 떠나고 싶어 하므로 2~3 개월 정도 수용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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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유형
보호 기관

공립
사립

합계
서울 지방

보호
시설

부녀직업보도소
(미혼모 보호시설) 4 1 5

상담
기관

부녀(아동)상담소 17 1 - 18
해외입양기관 
상담사무소 4 28 32

홀트아동복지회 1 9 10
한사회복지회 1 5 6

동방사회복지회 1 14 15
한국사회봉사회 1 0 1

미혼모 보호사업 
관계 기관 합계 17 9 29 55

<표 75> 1985년 미혼모 보호(보호시설 및 상담시관)사업 관련 시설 현황

가하면서 미혼모의 숙식보호, 출산보호(의료보호 및 분만비 보조), 출산 후 자
립을 위한 직업교육과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었지만, 이러한 지
원이 부분 미혼임산부의 입양을 염두에 둔 보호사업이었음을 지적하고 있
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미혼모가  아기와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전혀 없어 아기를 산모로부터 떼어내 입양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입
양 이외의 양육지원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을 보도하 다300)

301)

 미혼모를 위한 보호 책으로는 55개 부녀아동상담소의 상담과 윤락행위등방

300) 자료: 동아일보 1987. 6. 4 “복지 뒷전 행정 위주 부녀보호 제도” 
301) 비고: 1984년 10월 기준,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1984: 152. 『미혼모 실태에 관

한 연구』 “미혼모 복지시설 현황” 1984년 기준 해외입양기관 상담사무소 분포는 
앞선 4장 1절에서 살펴본 해외입양기관 전국사무소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의 아일시보호소는 <표 75>의 상담사무소에 포함되
어 있지 않아 일부 사무소 수와 지역별 사무소 분포의 편차가 발생하 다. 체로
는 1절에서 살핀 해외입양기관 전국사무소와 같으며, 이를 통하여 1980년  중반
의 해외입양 입양상담의 전국적 확 는 물론 부녀직업보도소로서 미혼모 보호시설
을 통한 미혼모 보호사업과 공립 부녀(아동)상담소를 통한 미혼생모와 기혼생모의 
보호사업 기관보다도 민간 해외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상담과 친생모 입양의뢰가 전
체 기관수와 상담(보호)수면에서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추정해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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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에 근거한 10개 미혼모보호시설에서의 숙식보호와 직업훈련에 그치고 있
다. 미혼모에 한 상담서비스는 4  해외입양기관과 그 지부 31개소에서 거
의 담당하고 있다. 그나마 입양상담을 중심으로 산전・산후 시설보호 및 의료
서비스, 분만비보조 등 소극적인 치료서비스가 전부이다. 무엇보다도 미혼모와 
그 아기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미혼모 예방과 선도를 위한 계몽적 측면, 복지 제도적 측면 등 다각적인 접근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보건사회부, 1987: 155).
 부녀행정 기록에 따르면 1980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부녀직업보고시설 
수용 양상에 비해 전체 미혼모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퍼센트에서 6퍼센
트에 불과하지만 제한된 미혼모시설에 7백명이 넘는 미혼모가 입소를 하 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85년 만3백83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동(同) 
자료에 나머지 9천5백여 명의 미혼모는 출산 직후 입양을 보냈거나, 미리 상
담소를 찾아 입양을 결정하되 출산보호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모자가정 및 빈곤가정에 대한 복지 공백의 지속

 1970년  이후 중공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여성 노동력 수요를 변
화시켰다. 이전까지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기업은 외 경쟁력을 
높이고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변화에 따라 쉽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값싼 노동력인 여성노동자를 선호하 다. 그러나 1975년
을 전후로 경공업 중심 정책 시기 급상승하던 여성노동자 비율이 중화학공업
의 집중적 육성 결과 제조업 생산직에 남성이 량 진입함으로써 상 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 다. 또한 당시는 여성노동자는 결혼과 동시
에 공식적 취업 활동이 부분 중단되었다. 이는 여성에게 결혼과 동시에 가
정에서의 가사부담을 여성의 일차적 역할로 규정하고 직업 활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성역할 규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는 조국 근 화의 역군으로 호명되었던 다수의 미혼 여성은 최저생계 
조건만을 허락하는 노동 현장에 저임금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근 적 아내이자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성을 성별 분리의 확고한 틀인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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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 것을 기 하고 강요하 다. 한편 당시의 계층상 빈곤한 기혼여성은 성차
별적 사회문화나 시선과 관계없이 남편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저임금으로 인
해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도시 지
역의 경우 빈민 거주 지역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미혼 여성의 
참가율보다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전경옥・유숙란・김은실・신희선, 
2011: 218-219). 
 고용 형태에 있어서는 미혼여성의 절 다수가 임금노동을 하고 있었던 반면, 
기혼여성의 절 다수는 자 업, 가족종사자 등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이나 집
에서 할 수 있는 가내공업에 종사하 다. 여성이 종사했던 가내부업은 주로 
꽃찍기, 가발 뜯기, 전자부품 가리기, 스웨터 짜기, 봉제완구 손질 등 수출품
의 마무리 작업이나 검수 작업에 관한 일이었다. 농촌의 기혼여성은 농사일은 
물론 모자 만들기, 가마니 짜기 및 농촌 생활과 관련 있는 부업으로 가계의 
현금수입을 충당하 다. 그나마 가내부업에도 참여하지 못한 여성은 보건사회
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민 취로사업(자활지원사업)에 나갔다(김광호 1975, 
154; 전경옥・유숙란・김은실・신희선, 2011: 219-220). 1980년 중반에 접어
들면서 도시지역 기혼여성들에게 소득원이 되었던 기존의 가내공업이 쇠퇴하
기 시작하면서, 기혼여성들의 생계를 위한 활동은 점차 집 밖에서 이뤄지기 
시작했다. 
 아래 <표 7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0년  전체 모자가정의 수는 74만여 
명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생활수준에서 중류가 29만여 명, 하류가 40만여 명
으로 전체의 반 이상이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구호
가 필요한 가정의 수가 전체 모자가정의 10퍼센트인 7만명에 달했다. 어린 자
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정은 주로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부분의 저소득 모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주로 모자보호시설과 생활보호사업이었으
나 그 보호범위와 지원 수준은 열악한 상황이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8: 
113-114, 127-128).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318 -

담당 부처 상 관계 법령 지원 내용

<표 77> 모자복지 상에 따른 관계법령 및 지원 내용 (1987년 전후로 추정)

연도
모자
가정
총수

모자가정 유형 모자가정 생활수준 구호
상 

가정

모자보호
시설

군인 경찰관 일반 상류 중류 하류 연간
입소 

입소/
구호(%)

1981 725,142 25,117 8,180 691,845 46,801 283,498 394,843 71,238 327 0.46

1983 741,710 24,110 8,170 709,430 44,878 292,542 404,290 73,857 242 0.33

1985 741,555 23,299 7,490 710,766 45,436 292,632 403,487 78,981 270 0.34

1986 742,493 21,915 7,943 712,635 - - - 80,822 251 0.31

<표 76> 모자가정 유형 및 생활수준과 모자보호시설 입소 현황 
(1981년, 1983년, 1985년, 1986년)

302)

 1980년에서 1987년까지의 전두환 정권 기간에는 빈곤 모자가정에 한 보호 
필요의 제기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확 에도 불구하고 모자가정에 
한 지원체계 구축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었다. 1987년 모자복지 관련 관계법령
과 지원 내용에 관한 아래 <표 77>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인 모자가족
의 경우에는 연금과 생계보조 수당은 물론 우선고용, 의료보호, 생활안정 부
자녀 및 자녀의 중・고교 취학 특혜까지 주어졌지만, 일반 모자가족의 경우에
는 상담지도, 모자보호시설 입소, 자립지원 정도가 적용되었다. 한편 빈곤(
세) 모자가정은 생활보호법 상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모자복지가 크게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보훈처에 의해 실시되는 방식과 보건사회부에서 아동복지법과 생활
보호법을 근거로 실시되던 모자복지의 실제 보장 정도가 차이가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80년  후반까지 빈곤 모자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에 한 지원체계는 제 로 구축되지 않았다. 사회보험제도 중 국민연금이 본
격 시행되기 이전이었으며 다른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도 용이하지 않았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을 배우자로 둔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유족
연금 혹은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급여를 받은 상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8: 113-114, 127-128). 

302) 자료: 해당연도 보건사회연보 "미망인 실태현황", “모자보호시설 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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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인 모자가족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연금지급, 생계부조 수당지급
우선고용의 특혜
의료보호, 생활안정 부
중·고교 취학의 특혜

보건사회부
부녀복지과 일반 모자가족 아동복지법

모자가족에 한 상담지도
모자보호시설 운 지원
모자세  자립지원(거택지원)

보건사회부
생활보호과 세 모자가족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모자보호시설 
시설수

모자보호시설
연간

입소 인원
연간

입소 모
연말 재소 

인원
연말 

재소 모
1980 33 1,226 294 3,052 716
1981 33 1,293 327 3,123 760
1982 32 919 232 3,142 766
1983 32 924 242 2,936 733
1984 33 1,248 325 2,949 758
1985 34 1,028 270 3,097 809
1986 33 957 251 3,052 796
1987 33 1,127 307 3,032 803
평균 33 1,090 281 3,048 768

<표 78> 모자보호시설 시설수와 연간 재소 및 입소인원 추이 (1980년~1987년)

303)

 아래 <표 78>과 <그림 104>는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모자보호시설 시
설수와 입퇴소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이 시기도 이전 1970년  중반 이후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한 30여 곳의 모자보호시설에 재원인원 또한 3만명 내외로 
비슷한 추이를 보 다. 한 해에 입소하는 입소인원 수는 9백명에서 천2백명 
내외 으며, 입소 모(母)의 수는 연간 2백50명에서 3백명으로 전체 구호 상 
가정이 7만여 가구인 것을 고려할 때 극히 일부의 모자가정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04)

303)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1988
304) 비고: 재소 인원은 모와 노년부양자, 부양자녀를 합한 인원임, 자료: 보건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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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모자보호시설 시설수와 재소, 입소 
인원 추이 (1980년~1987년)

305)

 모자복지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모자보호시설 입소가 여전히 극히 제
한적인 상황에서 모자가정은 ‘일할 수 있는 어머니’로서 자활을 요구받았다. 
다음은 모자복지법 제정에 한 심의 과정에 한 국회회의록[모자복지법안(신

순・이윤자・김장숙 의원 외 33인 발의), 제145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1989년 2월 21일]에서 신 순 의원의 검토의견 중 일부이다. 회의록에 지적된 
바와 같이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직접적 보호시설(모자복지시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그와 함께 모자가정의 모(母)가 활동능력이 있음에도 가정관리상
의 어려움으로 이를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탁아시설 및 육아시설을 확충할 필
요를 제안하고 있다. 상당 기간 모자가정의 모는 자립이 가능하고 이에 한 
특수한 지원으로서 탁아가 필요하다는 논의 속에 실질적 지원과 모자보호시설 
입소, 탁아시설 확충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 자립과 자활을 해야 할 
것으로 전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
에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볼 때 이러한 모자복지시설의 확충
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예산상의 사정과 다른 사회사업과의 우선도 등을 감안하여 추진되

보 해당연도 “모자보호시설 수용현황” 
305) 자료: <표 78>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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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미망인’ 자조 모임 활동에 
한 기사 

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제도적 조치의 구비는 모자가
정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상당한 실질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모자가정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 활동능력
을 지니고 있음에도 가정관리상의 애로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보호시설 외에 
탁아시설 및 육아시설의 확충과 이용편의의 확대 등 경제활동 여
건을 호전시키는 지원책의 확대 등도 이 법과 함께 정책적으로 고
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민국 국회 입법통합지식관리
시스템, 국회회의록, 제145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5쪽).(강조는 
연구자)

 1985년 11월 25일 동아일보 기사 “미망인 모여 자조의 길 찾자”는 1980년
 중반, 여전히 공적인 지원이 부재한 채 어려움에 처한 미망인들이 함께 모

임을 구성해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해갈 것을 다짐하는 「기러기 모임」을 구
성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306)

 기사는 당시 75만여 명의 여성세 주가 있는데 이 가운데 7만3천6백여 가구
가 보호가 필요한 세민이지만, 이중 1퍼센트 정도인 8백여 가구만이 전국 
34개 모자보호시설에서 보호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의 무관심 
속에 혼자서 불행과 어려움을 해쳐가던 미망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306) 자료: 동아일보 1985. 11. 25 “미망인 모여 자조의 길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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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려는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모임을 소
개하 다. 
 이 미망인 모임은 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이 개설한 사별(死別)여성을 위한 
강좌를 수강한 미망인들인 이들은 상속과정에서의 불리함과 번거로움, 취직의 
어려움,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의료보험 혜택으로부터의 소외 등을 어려움
으로 꼽았다. 이처럼 1980년  중반까지도 한국의 모자가정은 자조와 자활을 
요구받았던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1980년  중반에도 여전히 빈곤 
모자가정에 해서는 제도적・공적 지원은 극히 부족한 조건 속에 당사자 스
스로 자활과 자립을 모색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3절. 미혼모 모성 지위 약화와 해외입양의 이상화

 1. 기혼생모의 비가시화와 미혼모의 비모성화

  (1) 친생모와 미혼생모의 동일시

 1980년 에 접어들면서 해외입양 친생모는 이전 시기에 진행된 미혼생모와
의 동일시가 더욱 강화되어갔다. 이러한 추세는 해외입양과 관련해 친생모에 

한 기사에서 친생모라는 지칭이 거의 미혼모, 특히 어린 미혼모와 동일시되
어 사용되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있다. 연령상 어린 미혼모도 20 가 아닌 10

의 미혼모가 부분의 해외입양 친생모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아래 <그림 106>은 1980년  미혼모 재현에서 각 언론사
별,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10  미혼모, 미성년 미혼모의 증가와 학
력, 성적 개방과 문란과 연결되는 빈도가 높았는지를 보여준다.
 임산부로서의 미혼생모의 강조는 곧 양육할 수 없는 친생모로서 10 ・미성
년 미혼모의 강조로 연결되었다. 미혼모에 한 통계가 작성된 이후 10 의 
비율은 1970년 의 10퍼센트 내외, 1980년 의 20퍼센트 내외로 꾸준히 증가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비율에 있어서 1980년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 
정도 다. 이는 실제의 미혼모 가운데 10 가 지나치게 높게 인식된 것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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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10 의 미성년 미혼모의 증가 추세에 
한 기사

상 적으로 20 와 그 이상의 연령 가 재현과 인식에서 과소 재현된 것이었
다. 이러한 10  미혼모에 한 사회적 주목과 과잉재현 현상은 미혼생모와 
친생모를 동일시하는 것은 물론, 10  미혼모와 미혼모를 동일시하는 양상과 
관련이 있었다. 

307)

 1980년  사회적 인식의 반 이라고 할 수 있는(혹은 사회적 인식을 생산해
내는) 언론의 재현 속에서 미혼모는 첫째,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
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존재들이다. 둘째, 점차 연령이 낮아지
고 있으며 특히 10 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셋째, 임신
에 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넷째, (10 이거나 10 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한 저학력의 농촌출신으로, 성적으로 정숙하지 못
한(성적으로 개방된, 혹은 문란한) 여성이다. 다섯째, 양육보다는 입양을 하지
만 임신 및 입양의 사실을 숨기고 사회로 복귀와 갱생을 해야 하는 여성 등으
로 인식되고 있었다.

307) 자료: (왼쪽 위) 동아일보 1981. 10. 17 “10  미혼모 부쩍 늘었다” (왼쪽 중간) 
매일경제신문 1982. 2. 19 “한국부인회서 실태조사 미성년 미혼모 28%” (왼쪽 아
래) 경향신문 1982. 7. 2 “미혼모가 늘고 있다” (오른쪽) 조선일보 1986. 9. 5 “10

 미혼모 늘어난다” 이와 함께 아래의 기사들이 미혼모 증가에 한 기사를 보도
하 다. 동아일보 1983. 3. 23 “미혼모 1.5배 늘어, 73퍼센트가 빈곤 때문에 기
아”, 경향신문 1983. 7. 22 “보사부 집계 미혼모 크게 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1985. 3. 21 “가정・친구 등 향 미혼모 매년 급증”, 동아일보 1985. 3. 22 “여
성개발원 연구보고 ‘미혼모 해마다 30%씩 늘어난다, 사회복지 차원서 책 서둘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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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미혼모에 한 보호와 도움, 배려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기사

  (2) 당연시 된 해외입양과 미혼모의 비모성화

 1980년  초반 친생모 재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친생모와 미혼모
를 동일시하면서, 이때 미혼모에 해 ‘도움이 필요’하며, ‘정서불안 없게 세
심한 배려’가 필요한 10  미혼모에 한 강조가 점차 강화되었다. 이는 미혼
생모에게 일방적인 낙인보다는 일시적 일탈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
도록 심리적으로 불안을 최소화하여 임신상태를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와 보호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때의 보
호는 어떠한 결정을 하던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기보다 아이를 임신한 임
산부로서의 보호에 가까웠다. 결국 미혼모로 10  임신을 강조하는 것은 양육
보다 입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를 위한 보호는 출산할 자녀와 임신한 여성
으로서 친생모가 안정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80년  친생모는 곧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둔 기르는 어머니가 아닌 낳는 
어머니로서 산모(産母)이자 예비 친생모로 그 의미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미혼모의 재현이나 관련 논의에서 미혼모가 임신한 모습이 
아닌 출산하거나 이후 양육하거나, 아이를 안고 양육과 입양을 고민하는 모습
으로의 재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점차 출산 이후 입양하거
나 양육하는 미혼모의 모습이 재현되지 않듯, 이미 기혼 상태에서 입양을 결
정했던 기혼생모의 모습도 더 이상 친생모의 모습으로 재현되거나 언급되지 
않는다.

308)

308) 자료: (위) 경향신문 1982. 5. 3 “미혼 10  임신 정서불안 없게 세심한 배려를” 
(아래) 조선일보 1982. 4. 29 “미혼모는 도움이 필요하다”



                     제4장 해외입양 자율화와 친생모 입양결정의 지속, 1980년~1987년

- 325 -

 이같은 친생모의 미혼생모화, 특히 임신한 미혼생모에 한 강조는 미혼모 
배려와 보호를 강조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었지만, 이는 미혼생모에 한 보호
이기에 앞서 임신을 한 여성으로서 출산할 아이에 한 보호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미혼모의 사회적 고립과 임신을 하게 된 이유, 임신 이후의 상황에 
한 전반적인 배려와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
은 미혼생모의 임산부로서의 강조는 가부장적 관점에서 여성을 독립적 여성이 
아니라, 아동을 출산하고 보호・양육하는 어머니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는 가부
장적 모성의 연장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1970년  중반의 미혼모 재현에서 해외입양기관을 찾아 상담을 통해 
자기가 양육할지 혹은 입양을 보낼지를 고민하던 모습 속에서 미혼모는 자신
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이는 비록 미혼모가 양육의 어려
움이란 현실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생모로서 생물학적 출산에 의
해 주어진 ‘미혼모 모성’이 상당히 인정되고 있었던 당시의 인식이 반 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에 접어들면서 이전의 미혼모 모성에 한 인식
은 여러 재현 속에서 약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재현과 
담론의 분석으로 당시의 미혼모 모성에 한 인식 변화를 단정할 수는 없지
만, 그럼에도 당시 나타난 친생모로서 미혼모 재현과 미혼모의 자녀의 재현은 
어머니로서 미혼모에 한 인식이 상 적으로 약화된 상황을 반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1980년  한국 사회에서 해외입양 친생모는 곧 미혼모와 동일시되었다. 신문 
기사에 재현되는 친생모들은 이전의 1970년  중반 아이를 안고 미혼모 상담
창구를 찾아 걱정스런 모습으로 상담을 받던 미혼모에서 이 시기에 접어들면
서 점차 상담창구가 아니라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출산을 기다리는 미혼모들로 
재현의 양상이 변화한다. 

 아래 <그림 107>은 1982년과 1983년 표적인 미혼모 보호시설이었던 애란
원(기사 내 명칭은 애란복지회)과 춘천의 마리아의 집에 입소한 미혼모를 사
진 자료이다. 사진 속 미혼모들은 10 와 20  초반의 미혼모들로 애란원에 
입소한 미혼모들이다. 기사는 “고아・미혼모에 신앙 심어 기독교인들이 그리
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애란원을 소개하면서, 애란원이 
“일정한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시설도 충분하지 못해 복지법인 등록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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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익명화를 위해 눈을 가린 채 재현된 
애란원 입소 미혼모 관련 기사

했으므로 아직은 봉사단체의 범주”에 속해 있다고 당시의 애란원 상황을 전하
고 있다. 

309)

 그런 애란원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로 1960년 설
립 이후 가출소녀 등 요보호여성을 돕기 위한 시설로 운 되다가 점차 다른 
사회기관에서 가출소녀 문제를 분담함에 따라 애란원은 1970년 에 보호되지 
못한 미혼모 문제로 돌렸고, (1982년 보도 당시) 수용인원인 36명 부분이 
미혼모들이며, 미혼모들이 안전한 출산과 이후의 입양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세 곳의 입양기관과 연결을 갖고 태어난 아기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시킨다
고 설명했다. 애란원을 소개하는 기사 내용과 함께 실린 사진 속에서 입소 미
혼모들은 직업보도시설로서 애란원이 제공하던 손편물 기술을 익히고 있는 모
습으로 재현되는데, 아직 임신 중이기는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모습보다는 어
린 20  전후의 여성들이 사진 설명에 나와 있듯 “외로운 마음 신(神)에 의지
하고”서 참회하듯 애란원 내에서의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특히 
지난 1970년 에는 정면이나 측면의 얼굴을 통해 걱정스런 모습이었지만 미
혼모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반면, 1982년 사진에서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
소한 미혼모의 눈에 범죄자나 신상을 절  공개해서는 안 되는 중 한 잘못을 
저지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눈을 가리는 검은 막 로 친생모의 눈을 가림으로
서 당시의 친생모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용될 수 없으며, 만약 미혼모의 상

309) 자료: 매일경제신문 1982. 3. 18 “애란복지회” 사진 설명: “외로운 마음 신(神)
에 의지하고 미혼모들이 손편물을 익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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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미혼모 보호시설 마리아의 집에 입소한 
미혼모 관련 기사

황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처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다. 즉, 더 이상 미혼모는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미
혼모 보호시설에서 출산을 기다리며 기술을 익히고 출산 후에는 입양을 보내
고 자신의 미혼임신과 출산, 그리고 입양 사실을 비 로 하고 그런 일이 없었
던 것처럼 지내야 하는 출산은 하지만 더 이상 양육이 고려되는 어머니가 아
닌 비모성적 존재로 변화된 것이다.
 다음으로 1983년 동아일보는 성직자들을 활동을 연속해서 보도하는 기획 기
사를 통해 당시 춘천에서 1979년 설립되어 운  중이던 국내 세 번째 미혼모 
보호시설 「마리아의 집」에 한 기사를 보도하 다. 보도 당시 35명 입소자 가
운데 25명이 미혼모 으며, 그 외의 불우여성을 함께 돌보고 있었다. 기사에서 
마리아의 집의 원장직을 수행하던 로즈 버지니아 헤이스 수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미혼모의 격증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유야 어떻든 남녀 간의 책임
의식의 결여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남녀 결합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임신중절에 해서는 “교회에서는 낙태를 살
인 행위로 간주하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서는 최 한 보살펴 미혼모의 낙
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라며 가톨릭 계통의 시설로서 마리아의 집이 갖고 있
던 임신중절 방지와 미혼모 보호시설로서 역할을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310)

310) 자료: 동아일보 1983. 5. 6 “민중(民衆) 속의 성직자(聖職者)들 <32> 미혼모(未
婚母)의 안식처 마리아의 집” 사진 설명: 미혼모들이 성모상 앞에서 기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수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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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의 집에 시무하는 외국인 수녀 마리앤 수녀는 미혼모들이 마리아의 집
을 찾아오는 이유가 “이미 책임질 수 없는 아이를 가진 것만으로도 죄를 지었
는데 다시 태아를 죽이는 이중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라는 점과 
“저희 집에 들어오는 여성은 사실 한국과 같은 사회분위기에서” 각자의 사연
을 갖고 있는데 “사랑하던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직장 상사의 꾐에 빠져, 심
지어 딸을 많이 낳는다고 소박맞은 여인”까지 그 사연이 다양하며 “사회에선 
미혼모하면 차가운 눈초리로 보지만 이들 부분은 착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들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설립 후 4년 동안 마리아의 집을 거쳐 간 불우여성
의 수가 3백20명이며, 이중 아이를 낳은 미혼모는 2백20명이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위 두 기사의 사진(<그림 107>과 <그림 108>) 속 미혼모는 앞선 애란원의 
미혼모처럼 눈을 가리지는 않고 있지만 성모상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견디고 있는 어린 20  전후로 보이는 미혼모들로 재현되어 있다. 기사의 내
용 속에서도 미혼모는 각자의 사연으로 책임질 수 없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
만,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마리아의 집에 입소해 임신중절을 하지 않고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사진과 기사 속에서
도 책임질 수 없는 아이를, 임신중절 하지 않고 출산을 한 착하고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로서 미혼모는 임신을 하고서 출산을 해야 하지만 자신이 기를 수는 
없는 경우가 부분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이
지만 양육해야 하거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어머니로서 인식되지는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3장에서 살핀 1980년  이전의 미혼생모 
재현은 미혼생모가 경계적 모성으로서 불안과 어려움 속에 입양기관 상담소를 
찾은 모습 속에서도 아이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 의 미혼생모는 어머
니로서 자녀를 양육을 고민하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더 이상 재현되지 
않았다. 점차 미혼모는 곧 입양을 결정하기 이전에도 임신과 출산은 하지만, 
어머니로서 자격을 거의 부여받지 못한 요보호여성이자, 보호받아야 할 소녀
들로 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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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해외로 입양될 아동을 
돌보는 위탁모에 한 재현

311)

 위 <그림 109>는 이전 시기 생모인 미혼모가 안고 있던 아이가 더 이상 미
혼모에게 안겨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미혼모의 재현이 아이를 안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미혼모에게 안겨 있던 아이는 입양을 기한 임시위탁모의 품
속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재현된다. 해외입양 증가에 관련된 국내 요
인의 설명과 재현에서 주목할 점은 해외입양 친생모에 한 직접적 재현이 사
라지는 양상이었다. 즉, 해외입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외입양기관, 국
내입양, 아동복지시설 등의 요인에 해서는 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반면, 이들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게 된 요인으로
는 기아・미아를 발생시키는 미혼모와 친권을 포기하는 세민 가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재현함에 있어서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환송하
고 이별을 슬퍼하는 주체는 더 이상 친생모로 재현되지 않고, 입양아동을 임
시로 보호한 위탁모로 옮겨진 것이다.
 이처럼 1980년  친생모는 곧 미혼생모로 인식되면서, 해외입양 증가 보도는 
친생모를 미혼모와 구별하지 않고, “미혼모가 늘고 있다”고 표현하 는데, 이
는 사실상 기혼생모에 한 인식이 점차 희박해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같
은 친생모 내의 기혼생모의 비가시화는 무엇보다 친생모가 양육의 주체, 모성

311) 동아일보 1986. 10. 4 “해외입양 30년 생이별은 없나” 사진 설명: 애타게 찾는 
부모의 품에 돌아가야 할 미아가 기아로 처리돼 해외에 입양되는 등 현행 입양제
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리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입양 상 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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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의미를 잃어가는 것과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친생모는 본래 ‘양육할 수 없는’, ‘양육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미혼생모를 의
미하는 것이 되어갔다. 이와같은 미혼모에게 해외입양이 당연시되는 상황 속
에 1970년  미혼모 재현에서 자녀를 안고서 입양을 고민하며 상담하던 모습
과 달리, 1980년  친생모들은 자녀를 입양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어머니가 
아닌 청소년 미혼생모로, 미혼생모가 출산한 자녀는 생모인 미혼모의 품이 아
닌 위탁모의 품에 안겨있게 된다. 이는 미혼모의 모성에 한 인식이 약화된 
것이었다.

 2. 해외입양가정의 이상화와 해외입양의 정당화

  (1) 해외입양가족 재현: 아이를 위한 정상가족의 전형

 이 시기에 근 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해외입양과 해외입양가
정에 한 재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입양국의 
입양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 입양아동의 재현에 주목하여서 앞선 1970년

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바와 같이 잘사는 나라, 계층적으로도 중산층 이상의 
입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입양아동의 모습 속에서 한국사회가 당시 
그렸던 해외입양에 한 기 는 무엇이었으며, 또 어떠한 가족이 아이들의 행
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여겼는지를 함께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 시기 친생모의 재현에 있어서 미혼모와의 동일시는 물론 이전까지 출산 
이후에 자녀를 안고 있기도 했던 어머니로서 미혼모가 임산부로서 출산을 앞
둔 그러나 양육을 고민하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변화한 반면, 미혼모로 표
되는 친생모가 입양을 보낸 아이들은 서양의 백인 입양가정에서 행복한 표정
으로 해맑게 웃으며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으로 재현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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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1980년  초반 기사 속에 유럽 
가정으로 입양된 입양아동 재현

312)

 먼저 위 <그림 110>은 1982년과 1983년 해외입양의 증가와 함께 해외입양
기관의 알선경쟁에 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에 함께 보도된 사진이다. 먼
저 1982년 3월 동아일보 기사는 한국의 해외입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해외입양의 역사와 해외입양 개방・자율화 이후의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실적 
경쟁과 알선 과정에서 친권포기를 권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해외입
양과 해외입양가정에 해서는 행복하고 밝은 표정의 여아들이 입양된 노르웨
이 입양가정의 모습을 전한다.
 1983년 동아일보는 미국 이외에는 주로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한국전쟁 직후부터 한국 아동을 입양해 온 것과 달리 1970년 에 본격적으로 
한국 아동을 입양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프랑스가 북유럽의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입양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동아일보 1983. 7. 6 “한국 고
아, 프랑스 입양 늘어 간다”). 기사는 프랑스에서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입양
을 알선하는 기관은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 「태양의 지」 등 5개 기관인데 
이들 기관이 정확한 인원을 밝히기는 거부하고 있지만, 주 프랑스 주재 한국 

사관의 조사나 기타 통계를 통해 지금껏 프랑스로 5천명에서 6천명의 한국 
아동이 입양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312) 자료: 동아일보 1982. 3. 9 “알선경쟁이 문제 해외입양” 사진 설명 : 노르웨이 
가정에 입양된 한국 어린이들. 해외입양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선단
체들이 사회사업의 동기에 충실한 입양사업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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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프랑스에 입양되는 한국 아동이 
늘고 있으며, 적응도도 높다는 내용의 기사

313)

 프랑스에 알려진 바로는 한국 아동들은 국가간입양 아동 가운데 가장 적응력
이 높다고 하면서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의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관
을 통해 지난 10년간 입양된 2천명 가운데 입양에 실패한 경우는 16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프랑스에 정착한 한국 정신과의사 김양희 박사도 자신
이 치료한 한국 입양아동의 사례를 볼 때도 프랑스의 한국 입양아동 입양실패
비율은 5퍼센트 안팎으로 아주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사는 프랑스의 
경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3만에 이르며, 아이를 좋아하지만 아이를 낳기
는 싫어하는 프랑스의 일반적 추세라서 입양할 수 있는 프랑스 아동이 많지 
않아 국가간입양이 늘고 있고, 그 가운데 한국 아동 입양이 가장 많다고 기사
는 보도하 다.
 위 사진(<그림 111>)에 나타난 프랑스 입양가족은 파리 남쪽 「에브리」 시에 
거주하는 니콜라스 포르(34세)와 모니크 포르 부부의 가정으로 4명의 한국 여
자아이를 입양하 는데,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 입양을 원했지만 프랑스 국
내입양으로는 남자아이 한 명 밖에 입양할 수 없어 알선기관을 통하여 한국에 
입양을 신청해 네 여아를 입양할 수 있었다며, 네 여아는 두 달째부터 한국어
를 쓰지 않고 프랑스어로 화를 할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며, 학교에
서 성적도 우수하다며 전했다. 그러나 기사는 한국 입양아동 가운데 입양부모

313) 자료: 동아일보 1983. 7. 6 “한국 고아, 프랑스 입양 늘어 간다” 사진 설명 : 
「포르」 씨 부부가 먼저 입양한 「크리스토프」  군과 새로 입양한 한국출신의 네 자
매와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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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해외입양 이후의 적응과 가족생활에 한 기사에 
재현된 입양부모와 아동

와 다투고 집을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 경우는 개 나이가 들어서 
입양한 아이들이며, 상 적으로 적응이 느리고 새로운 환경에 저항감을 느끼
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 프랑스 정부는 김양희 박사에게 상
담을 받게 한다고 보도하 다. 기사는 “한국 고아를 외국에 입양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문제는 제쳐두고 프랑스 가정에 입양되는 한국 고아들은 프
랑스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공부도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지만 “성장하여 프랑스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날이 올 것으로 모
두들 기 하고” 있다며 기사를 마치고 있다.
 1983년 기사에 이어 1985년에도 프랑스로 입양된 국가간입양 아동 가운데 
한국 아동의 수가 가장 많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동아일보 1985. 2. 23 “프
랑스 입양 한국고아 가장 많아”). 기사는 1983년 프랑스 가정에 입양된 15개
국의 국가간입양 아동 1천8백66명 중에서 한국 출신 아동이 8백89명으로 48
퍼센트에 달했으며, 1984년에는 전체 1천8백68명 중에서 한국고아가 8백22명
으로 44퍼센트를 차지했다며 국외에서 입양되는 아동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
다고 전했다. 하면서, 핏줄을 중히 여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 입양
아동을 찾기가 힘들어 한국 어린이들이 적응도 잘하고 총명해 귀염을 받고 있
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1980년  기사 속에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 
입양된 한국 아동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들이 입양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
다는 내용의 기사가 늘어났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한국 아
동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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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과 1986년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의 적응에 한 두 기사는 
미국에서는 점차 백인 아동의 국내입양이 힘들어지면서 “적응 잘하고 총명한” 
한국 아동이 귀여움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다고 전했다. 1984년 동아일보 “한
국 입양아 적응 잘하고 총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70년  초만 해도 ‘빨간 
머리의 주근깨 남자아기’를 원하면 곧 그런 아기를 입양”할 수 있었지만, 요
즘은 “낙태와 피임이 늘고 친권을 포기하는 미혼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양
아동 한 명 당 40쌍의 양부모가 나서 경쟁을 벌일 정도로 국내에서 백인아동 
입양이 힘들어졌다고 전하면서, 점차 미국 입양부모들이 한국과 콜롬비아, 인
도 등 외국에서의 입양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사는 뉴올리언즈 홀트
아동복지회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공항에서부터 귀엽고 깜찍한 한국 어린이
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어린이들은 성장하면서 다른 나라 어
린이들보다 월등한 적응력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편 1986년 3월 미국으로 입양된 혼혈입양인의 적응에 한 조사 결과를 
보도한 동아일보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동방아동복지회(현재 동방사회복
지회)가 미국 가정으로 입양한 혼혈아동 백64명(한국계 혼혈아동 백44명, 베
트남계 혼혈아동 17명, 기타 혼혈아동 3명)을 상으로 실시한 입양 후 적응 
조사에서 1백건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37건이 성공적, 13건이 보통이라고 
평가되어 90퍼센트인 백50건이 성공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조사를 
실시한 동방아동복지회는 이처럼 해외입양 아동의 적응 결과가 좋은 것은 “해
외입양기관의 입양가정 선정”이 잘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한국 어린이들이 
비교적 똑똑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내에서는 혈연을 중시하는 인습 등으로 인해” 입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
행한 어린이들을 해외에 입양시키는 정책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기사
는 전하고 있다. 이처럼 1980년 의 해외입양은 유럽과 미국의 가정에서 보도 
사진 속에 재현된 바와 같이 입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잘 적응하는 한국 입양
아동의 모습에 한 보도가 부분의 해외입양 관련 기사와 함께 보도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314) 자료: (왼쪽) 동아일보 1984. 2. 22 “한국입양아 적응 잘하고 총명” (오른쪽) 동
아일보 1986. 3. 25 “미(美) 입양혼혈아 90% 이상 ‘잘 적응’” 사진 설명 : 미국가
정에 입양된 한국 어린이가 양부모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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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입양 후 미국시민권을 
갖게 된 한국 아동과 그 
입양부(父)에 한 기사

315)

 이러한 재현은 위 <그림 113>를 통해 미국 뉴욕 주(州)로 입양된 이후, 정식 
시민권을 받고 미국 시민이 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 직후, 입양부의 목마를 
타고서 미국 국기를 들고 함박웃음을 짓는 코넬군(2세)의 모습 속을 통해 입
양을 통한 가족됨과 국적의 변경은 아이들에게 있어야 할 곳, 가장 행복한 삶
의 기회가 보장된 곳으로서 입양가정, 입양국, 입양부모의 품에 안기는 과정
인 듯 한 시선으로 해외입양 아동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그러한 재현 속에
서 점점 해외입양인과 한국, 한국사회 그리고 친생가족과 관련된 요소는 점점 
더 줄어갔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는 해외입양 아동이 입양되어야 하는 한
국 국내 요인에 한 재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집단적 입양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기도 했던 공항에서의 입양 장면에 한 재현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5) 자료: 매일경제신문 1986. 7. 4 “미국 시민 된 한국입양아” 사진 설명 : 미국시
민 된 한국입양아 코넬 군(2)이 정식으로 미국시민이 된 기념식 직후 아버지 래리 
코넬씨 어깨위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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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1980년  해외입양 과정의 
인솔보호자와 입양부모에 한 기사

316)

 위 <그림 114>의 왼쪽 사진은 한국으로 입양아동을 데리러 온 덴마크의 보
호인솔자 남성 의사와 여성의 모습과 출국장의 인상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 
1981년 2월 동아일보 “유아 13명 유럽입양, 한국입양아 가장 인기”라는 기사
에 실린 것이다. 기사는 사진과 함께 덴마크 입양기관 「어댑션 센터
(Adoption Center)」에서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 등 4명의 팔에 안겨 홀트아동
복지회의 주선으로 유럽으로 입양될 13명의 입양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이날 
공항에는 아이들을 키워온 양모(위탁모)들이 나와 기른 정(情)의 석별을 아쉬
워했으며, 이들 아동은 덴마크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벨기에, 프랑스 등 각국
의 가정으로 입양될 예정이며, 인솔책임자이자 의사인 크라투쓰 씨는 유럽에
서는 한국인 유아들이 입양아로 가장 인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체부자유아
들도 입양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함께 전하고 있다. 
 위 <그림 114>의 오른쪽 사진은 1982년 미국 워싱턴 공항에서 한국 입양아
동이 도착한 모습에 한 기사에 실린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 입양아를 
태우고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 순간 입양아동을 기다린 여덟 입양가족의 환호
로 공항이 떠나가는 듯했으며, 사진을 입양가족 가운데서도 30  중반에 이미 
13명의 자녀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는 데이비드 클레먼트(34세) 부부가 이날 

316) 자료: (왼쪽) 동아일보 1981. 2. 4 “유아 13명 유럽입양, 한국입양아 가장 인기” 
사진 설명 : 덴마크에서 온 의사 크라투쓰씨 일행이 입양 길에 오른 유아들을 멜빵
으로 가슴에 안고 보살피고 있다. (오른쪽) 동아일보 1982. 6. 14 “한국 입양아들 
미(美) 도착” 사진 설명 : 클레먼트 부인이 워싱턴 공항에서 14번째 자식이 된 한
국출신의 고아 티머디 군(15세, 클레먼트 부인 왼쪽 옆)을 맞아들인 뒤 다른 입양
고아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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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1980년  해외입양 아동과 
해외입양 출국장 모습에 한 기사

도착한 한국 출신의 고아 티머니 군(15세)을 열네 번째 자식으로 맞아들이고 
함께 나온 입양가족과 기뻐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해외입양 
아동이 한국을 떠나고 새로이 입양국에 도착해 입양가족을 만나는 장소인 공
항에서의 풍경 속에서 해외입양국으로 향해가고, 인솔을 받고, 배웅을 받고 
또 환 을 받는 모습 속에 해외입양 아동은 점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
가고 그곳에 도착한 행복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아래 <그림 115>를 통해 출국을 앞둔 아동과 보호인솔자의 표정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982년 5월 경향신문 기사에 실렸던 
사진에서는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돌봐주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녀들에 의해 공항까지 배웅을 받으며 출국을 기다리고 있고, 사진 
속 한두 살 내외로 걸음을 갓 떼기 시작한 아이를 바라보는 수녀들의 표정 속
에 행복한 입양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것에 한 기 감 속에 출국을 기다
리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317) 

317) 자료: (왼쪽) 경향신문 1982. 5. 3 “미혼 10  임신 정서불안 없게 세심한 배려
를” 사진 설명: 국내서 입양해 줄 양부모가 없어 해외 양부모에게 의탁돼 떠나는 
한국 고아 어린이“(오른쪽) 조선일보 1984. 8. 30 “어린이 해외입양 급증” 사진 설
명: 해외로 입양되는 네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김포공항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해외입양 시작 후 25년이 지난 이제는 입양아들을 우리의 손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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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984년 8월의 조선일보 기사(<그림 115> 오른쪽 사진 관련)에 보도된 
출국장을 손잡고 걸어 나서는 세 입양아동과 인솔자의 가슴에 안겨 따라가는 
한 살이 아직 안 된 네 명의 입양아동이 보인다. 사진 속의 표정과 동작을 통
해 손목에 이름표를 달고 출국장을 나서는 모습 속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한국
을 떠나는 것에 마치 어딘가로 가야할 곳을 알고 향해가듯 망설임이 없는 모
습을 읽을 수 있다. 조선일보의 기사의 내용은 “우리나라 어린이의 해외입양
이 갈수록 늘어 ‘나라의 수치’가 되고 있다”면서 “6.25후 30여년이 지나 국민
소득이 2천 달러에 육박하고 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등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나라가 됐으면서도 우리의 어린이들을 남의 나라 사람에 맡기는 
해외입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기사 
내의 사진에서는 출국장을 나서는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는 걱정과 슬픔, 망설
임이 적은 것이 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2) 해외입양의 불가피성에 대한 강조와 합리화

 1984년 8월 조선일보는 한국 해외입양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318)를 통해 
한국 해외입양의 문제점을 해외입양 증감의 역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보도하

다. 기사는 해외입양이 한국전쟁 이후 1960년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
지만, 그러한 증가 추세가 한국전쟁 30여 년이 지나 오히려 증가하면서 ‘나라
의 수치’, ‘어린이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말을 듣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다
음과 같이 해외입양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의 해외입양이 갈수록 늘어 「나라의 수치」가 되고 
있다. (…) 해외입양은 60년  초까지는 그 수가 매년 6백명 정도

으나 최근에는 5천명을 넘어서 「어린이 수출국」이란 창피스런 
말까지 들을 정도가 됐다. 어린이 해외입양이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63년을 전후해 혼혈아 대신 일반 기아와 미아가 입양
의 주종을 이루면서부터 다. 그때부터 입양 어린이는 해마다 2
백~3백여 명씩 늘어 72년에는 2천명 선을 넘어섰고, 10년 후인 

318) 조선일보 1984. 8. 30 “어린이 해외입양 급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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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에는 이보다 2.5배나 많은 5천여 명, 작년에는 1년 만에 다시 
5백명이 더 늘어 5천5백여 명에 달했다. (…) 6.25후 30여년이 지
나 국민소득이 2천 달러에 육박하고 (…)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나라가 됐으면서도 우리의 어린이들을 남의 나라 사람에 맡기는 
해외입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 
무분별한 해외입양으로 부작용도 잇달아, 엄연히 부모 있는 어린
이가 고아나 기아로 처리돼 외국으로 보내지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 작년 7월에는 네 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20  미혼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버지가 알선기관에 맡기는 바람에 해외로 입
양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양부
모에게 인계한 이상 모든 권리는 양부모에게 있다」는 입양원칙 때
문에 친부모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 입양 어린이가 현지에 
도착한 후 질병에 걸린 것이 발견돼 양부모가 입양계약을 취소, 
특수기관에 수용되는 등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해외로 입양된 어린이 중 매년 1백여 명이 질병이나 다른 여
러 가지 이유로 안정된 생활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양기관 
관계자들의 말이다. (…) 그러나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발생
하는 1만~1만5천여 명의 기・미아 가운데 7천여 명 정도는 미혼
모가 버리거나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로, 이들을 입양시키지 않으
면 수용시설이 모자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는 “70년 후반부
터 추진해 온 국내입양이 79년 3천명 선에 육박했으나 해외입양과 
달리 그 후 계속 답보상태를 면치 못해 작년의 경우에도 3천4명에 
불과했다”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국내에 입양시키지 못하고 외국
에 보내는 것은 혈연을 중시하는 국민의식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
했다.(조선일보 1984. 8. 30 “어린이 해외입양 급증”).(강조는 연
구자)

 그리고 오히려 1980년 에 해외입양이 국가적으로나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입양사고가 발생하거나 입양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도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증가의 원인
으로 매년 만 명에서 만5천명에 이르는 기아・미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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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부모가 입양을 원하지 않은 미아가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 한 기사

아동을 국내입양이 답보 상태에 있으며, 입양되지 못한 아동을 보호할 아동보
호시설도 모자라는 상황에 다른 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3년 전 미국에서 일시 귀국할 때 데려간 손자를 국내에서 잃고 3년 동
안 찾아 헤매던 김야문 할머니(61)가 손자 서 군(6)(이하 서군)이 실종 후 
한국의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군을 찾아
온 가족들은 서군을 돌려줄 것을 한미 양측의 입양기관에 요구하 으나 양부
모들이 거부를 하고 있었다. 한국 방문 중 오산의 외가에 맡긴 뒤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전국을 찾아 헤매 다녔다. 이
를 소설로 쓴 작가의 글을 읽은 한 위탁모가 연락을 통해 미국 입양사실을 알
려준 것이다. 입양기관 측은 서군의 양부모를 직접 면이나 양부모주소를 알
려줄 수는 없으며 물질적 보상을 조건으로 서군을 포기할 것을 권했고, 서군
의 가족은 “입양기관이 미아인지 고아인지 확인도 제 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
로 입양한 것은 비인간적 처사”라며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되찾
겠다”고 밝혔다.

319)

 입양기록에 따르면 서군은 1983년 10월 3일 오산에서 실종되었는데, 발견된 
것은 1983년 10월 4일 서울 용산경찰서 동자파출소에 미아로 신고되어 강동
구 암사동에 있는 한사회복지회 미아일시보호소에 이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사부에서는 경기도 오산에서 어떻게 서울로 와 미아로 발견되어 파출
소를 거쳐 미아보호소로 넘겨졌는지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1983년 서

319) 자료: (위) 동아일보 1986. 9. 24 “미(美) 교포 할머니 모국방문 때 잃어버린 손
자, 찾고 보니 미국가정에 입양” (아래) 동아일보 1986. 10. 4 “해외입양 30년 생
이별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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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입양 후 1984년에는 이와 유사하게 별거 3년 아버지에게 맞아 집을 나
간 7세 아이가 아동상담실과 육아시설을 거쳐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
에 입양된 사실이 집을 찾아온 어머니를 통해 확인,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호소하는 사례가 보도되었다320). 이와 같은 미아입양의 발생에 해 언론에서
는 해외입양 자율화 이후에 확 된 해외입양기관 사무소와 입양수수료를 통해 
운 되는 입양기관 특성상 보다 많은 입양 상아동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1976년 제정 입양특례법에서 미아는 제외, 시설책임자의 추천으로 입양 가능
한 예외규정으로 해외입양, 미아가 발생하면 파출소나 동사무소 직원은 24시
간 내에 카드를 작성해 시・도립 아동보호소에 인계, 수용시설에 임시로 수용
하면서 2주간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인적사항 및 특징과 사진을 게시판에 공
지, 이후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용시설책임자가 후견인 자격으로 입양기
관에 동의서를 제출, 해외입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1984년 3월 보건사회부는 해외입양기관 기관장의 요청으로 “입양 상 아동 
확인서 발급과정 조정 건의”를 받아들여 요보호아동 보호 관련 처리업무 과정
을 간소화하 다. 건의의 요지는 “입양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입양알선
기관에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해외이주 허가를 받고 있으므로 시립아동상담소에서 별도의 국외입양승인 등
은 요하지 않음을 회시”하는 것이었다. 
 1980년  초 미아가 기아로 처리되어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내여론이 해외입양에 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자 정부는 기아・미아의 입
양금지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 고, 1984년에는 기
아・미아의 입양금지기간을 6개월로 변경했으며, 1986년에는 18개월 미만의 
기아・미아는 6개월 간, 18개월 이상의 기아・미아는 12개월 동안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 다(보건사회부, 198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부모가 애타게 찾는 미아가 부모를 마나지 못한 채 해외입양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보사부의 허가를 받은 미아일시보호소는 기아는 입양을 
알선하되, 미아는 반드시 국가수용시설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물의가 빚어지고 있음. 1983년 10월 오산에서 실종된 

군은 다음날 서울 용산경찰서 동자파출소에 미아로 신고되었을 때 서울시립

320) 자료: 경향신문 1984. 7. 16 “매 맞고 집나간 어린이 부모 모른 새 해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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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소가 아닌 한사회복지회 기아일시보호소로 곧바로 넘겨져 입양이 
되었다. 입양기관들은 미아를 기아로 처리하거나 가출어린이에게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해보지 않고 입양시키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라고 비판이 제기
되었다. 입양기관들은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이 부분 양부모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운 되고 있어 입양어린이를 무리하게 늘리는 타성이 있다고 우려가 
있으며, 미아의 해외입양가능성이 상존 2주일 공고기간, 전국 미아 보호자에
게 알려지길 기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개 해외입양기관의 아동보호소는 미아가 의뢰될 경우 국가지정 수용보호소
로 넘기게 되어 있지만 제 로 지키지 않으며, 무엇보다 미아와 기아의 판단
기준도 정확하지 않다. 입양기관은 “희망양부모에 비해 미혼모에 의한 기아와 
양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어린이 등 합법적인 입양 상 어린이가 적을 경우 미
아 등이 형식적인 공고절차만 거쳐 입양될 소지가 있는 제도적 문제와 입양기
관의 경쟁적 실적위주의 자세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321)

고도의 산업화 및 도시화 추세 속에서 사회적인 성 풍기문란 행위
가 늘고 전통적인 가족 관념이 해이해져 주로 미혼모들이 낳아서 
버리는 기아의 발생이 많아지는데다 영세민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늘어나 기・미아발생이 이처럼 급증하고 이에 
따라 해외입양 아동수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미아의 발생증
가가 해외입양으로 그 로 연결되는 것은 국내의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의식 때문에 국내입양이 활발하지 못한데도 있으나 정부가 운
영하는 각종 아동수용시설이 되도록 적은 수용인원으로 양질의 복
지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수용아동수를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1년에는 302개 각종 시설에 27,930명의 불우아

321) 한국 어린이재단에「 미아 찾아주기 종합센터」 설치, 전국에서 발생되는 미아의 
사진과 신상명세를 상설 비치해 부모들이 종합센터의 미아카드를 보고 잃어버린 어
린이를 찾을 수 있게 한다고 발표하 다. 1986년 3월 20일 보사부 이해원 장관은 
‘미아발생신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전국의 아동상담소 또는 미아임시보호소나 경찰
조직을 통해 신고되는 모든 미아의 신상기록을 종합센터에 비치시켜 부모들이 자녀
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 다. 미아의 부분은 4세 미만으로 매년 
4,000명 이상이 발생 이중 90퍼센트는 부모에게 돌아가지만 10퍼센트는 부모를 찾
지 못해 아동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었다(동아일보 1986. 3. 20 “미아 종합센터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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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수용돼 있었으나 그 후 수용아동이 계속 줄어 83년에는 시설
수도 9개나 줄고 수용아동수도 9백여 명이 감소했다(동아일보 
1984. 11. 14 “해외입양 작년 7,158명”).(강조는 연구자)

 1980년  초반 해외입양이 늘어나게 된 불가피한 상황에 한 설명은 첫째, 
국내에서 미혼모와 세민 가정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기아・미아가 연간 만5
천명이 넘게 증가. 둘째, 이들 요보호아동에 한 국내입양의 부족. 셋째, 정
부의 아동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 개선 목적의 아동복지시설의 축
소. 넷째, 해외입양 알선 목적의 입양아동 확보 및 해외입양기관의 경쟁에 의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체로 해외입양은 국내에서의 입
양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입양가정의 수가 늘어난 기미아의 
수에 비해 부족해 불가피하지만, 그리고 일부 해외입양기관의 경쟁으로 미아
가 해외로 입양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아동복지로서 가정을 찾아 해외로 입양
되는 것이 차선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는 것을 당
시의 신문 기사의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미아의 발생에 한 책에서도 정부의 책은 친생모에 한 보호를 고려
하는 것보다 우선 발생한 요보호아동 가운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양가능한 
아동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해 어떻게 이
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소수의 비적법적 입양 사례를 줄일 것인가에 관
심을 가질 뿐, 다수의 적법적 입양 사례에 해당하는 아동의 친생가족・친생모
에 한 책은 정책적인 관심은 물론 사회적 재현 속에서 관심의 상에서 
멀어져 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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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입양상담 
합계

홀트아동복지회 친생모 유형별 입양상담
입양상담 수 입양상담 비율

기혼
생모 

미혼 
생모

부모사망  
・정보 
미상

기혼
생모 

미혼 
생모

부모사망  
・정보 
미상

1980 1,986 544 1,338 104 27.4 67.4   5.2   
1981 2,882 714 1,997 171 24.8 69.3 5.9 

<표 80>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상 친생모의 유형별 구성 (1980년~1987년)

연도 전체
해외입양

세 해외입양기관의 연간 해외입양 아동수 세 해외입양기관 
외 해외입양

홀트아동복지회 
(비율, %)

한사회복지회 
(비율, %)

동방사회복지회 
(비율, %)

아동수
(비율, %)

1980 4,144 1,981 (47.8) 749 (18.1) 564 (13.6) 850 (20.5)
1981 4,628 2,043 (44.1) 911 (19.7) 905 (19.6) 769 (16.6)
1982 6,434 3,313 (51.5) 1,008 (15.7) 1,187 (18.4) 926 (14.4)
1983 7,263 3,737 (51.5) 1,264 (17.4) 1,704 (23.5) 558 (7.7)
1984 7,924 3,979 (50.2) 1,278 (16.1) 2,206 (27.8) 461 (5.8)
1985 8,837 4,125 (46.7) 1,376 (15.6) 2,636 (29.8) 700 (7.9)
1986 8,680 3,922 (45.2) 1,688 (19.4) 2,549 (29.4) 521 (6.0)
1987 7,947 3,419 (43.0) 1,649 (20.7) 2,240 (28.2) 639 (8.0)
평균 6,982 3,315 (47.5) 1,240 (17.8) 1,749 (25.1) 678 (9.7)

<표 79> 연간 해외입양과 주요 해외입양기관의 해외입양 아동수 
(1980년~1987년)

4절. 모성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친생모 입양결정

 1. 통계로 본 해외입양 친생모

  (1) 해외입양 친생모의 연령과 혼인여부

322)

322) 자료: ① 전체 해외입양: 재외동포재단, 2006. ②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
회, 2005. ③ 한사회복지회: 한사회복지회, 2004. ④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사회
복지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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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3,997 1,349 2,493 155 33.8 62.4 3.9 
1983 3,938 1,261 2,541 136 32.0 64.5 3.5 
1984 4,533 1,596 2,788 149 35.2 61.5 3.3 
1985 4,681 1,672 2,808 201 35.7 60.0 4.3 
1986 4,969 1,609 3,192 168 32.4 64.2 3.4 
1987 4,473 1,497 2,901 75 33.5 64.9 1.7 
평균 3,932 1,280 2,507 145 31.8 64.3 3.9 

<그림 117>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유형별 구성 (1980년~1987년)

323)

324)

 전체 해외입양의 절반을 차지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전체 입양상담 친생모 통
계를 통해 당시의 친생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령별 분포와 시기
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혼생모의 절 수와 비율이 1980년 27.4퍼
센트에서 1985년 35.7퍼센트로 상승하 다. 반면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정
보가 없는 경우는 1980년 5.2퍼센트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1984년 3.3퍼센트, 
1987년에는 1.7퍼센트로 낮아졌다. 그리고 미혼생모의 경우 1980년  중반을 
기점으로 초반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중반 이후에는 다시 증가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생모의 비율은 전체 기간 평균이 64.3퍼센
트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해
외입양 친생모 담론에서는 더욱 더 비가시화 되었던 기혼생모의 비율이 이 시
기에 오히려 증가했던 점으로, 1980년  해외입양 자율화 시기에 많은 수의 
기혼생모들이 자녀를 해외로 입양보냈던 것을 알 수 있다.

323) 자료: 노상학, 1996: 216
324) 자료: <표 80>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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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입양상담 
친생모
합계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 연령
연령별 친생모 수 연령별 친생모 비율

10
20 30  이상

10
20 30  이상

21-
25세

26-
30세

30  
40
이상

21-
25세

26-
30세

30
40
이상

1980 1,986 373 1,171 347 18.8 59.0 17.5
775 396 298 49 39.0 19.9 15.0 2.5

1981 2,882 507 1,846 376 17.6 64.1 13.0
1,303 543 294 82 45.2 18.8 10.2 2.8

1982 3,997 658 2,475 733 16.5 61.9 18.3
1,623 852 594 139 40.6 21.3 14.9 3.5

1983 4,028 808 2,387 708 20.1 59.3 17.6
1,547 840 579 129 38.4 20.9 14.4 3.2

1984 4,533 909 2,692 894 20.1 59.4 19.7
1,693 999 725 169 37.3 22.0 16.0 3.7

1985 4,681 944 2,721 893 20.2 58.1 19.1
1,722 999 742 151 36.8 21.3 15.9 3.2

1986 4,969 1009 2,766 892 20.3 55.7 18.0
1,697 1,069 760 132 34.2 21.5 15.3 2.7

1987 4,509 1079 2,558 807 23.9 56.7 17.9
1,640 918 651 156 36.4 20.4 14.4 3.5

평균 3,948 786 2,327 706 19.7 58.9 17.6
1,500 827 580 126 38.0 20.9 14.5 3.1

<표 81>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연령별 구성 (1980년~1987년) 

<그림 118>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연령별 구성 (1980년~1987년)

325)

326)

325) 비고: 비율은 친생모 연령을 모르는 경우를 포함하여 환산한 것임. 자료: 노상학, 
199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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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미혼
생모
합계

네 곳 해외입양기관 미혼생모 실태
연령별 미혼생모 수 (명) 연령별 미혼생모 비율 (%)

10
20 30  

이상
10

20 30
이상21-25세 26-30세 21-25세 26-30세

1980 3,137 627
2,478

32 20.0
79.0

1.0
1,725 753 55.0 24.0

1981 3,958 910
3,009

39 23.0
76.0

1.0
2,019 990 51.0 25.0

연도
미혼
생모
합계

한국부인회 조사 미혼생모 연령별 구성
연령별 미혼생모 수 (명) 연령별 미혼생모 비율 (%)

10 20 30  
이상 10 20 30  

이상
1982 456 132 324 0 29.0 71.0 0.0

<표 82> 1980년  미혼생모 관련 통계 내 연령별 구성 (1980년~1985년)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상담 친생모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20 의 비율이 전
체 평균 58.9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으며, 다음으로 10 와 30 가 
각각 19.7퍼센트, 14.5퍼센트를 차지하 으며, 40  이상의 비율은 전체 기간 
평균 3.1퍼센트로 적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의 경우 양적으로 1980년의 천백71명에서 1986년 2천7백66명으로 증가
하 으며, 비율에 있어서도 60퍼센트 전후의 비율을 차지하 다. 30 의 경우 
양적으로는 1980년 2백98명에서 1986년 7백60명으로 증가하지만 비율에 있
어서는 15퍼센트 전후로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10 의 경우는 1980년 3백
73명에서 1987년 천79명까지 양적 증가뿐 아니라 비율에 있어서도 17.6퍼센
트(1981년)에서 23.9퍼센트(1987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40  이
상은 상 적으로 수적 증가는 49명(1980년)에서 169명(1984년)로 수적 증가
는 적지만 3퍼센트 내외로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구성비의 변동이 없
이 절 수의 증가가 이 기간에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별 구성에 있
어서 20 와 10 의 합이 전체의 70퍼센트를 상회하여 전체적으로 저연령의 
친생모가 입양상담을 받는 양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26) 자료: <표 81>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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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399 112 273 12 29.0 68.0 3.0
1984 277 - - - 19.0 75.0 6.0

1985 434 - - - 23.0 72.0 5.0

<그림 119> 1980년  미혼생모 관련 통계 내 연령별 
구성 (1980년~1985년)

327)

328)

  1980년부터 81년의 네 곳의 해외입양기관의 미혼생모의 연령별 비율은 10
의 경우 비슷한 20퍼센트 내외의 비슷한 구성비를 보 으나, 30  이상의 

경우에 네 곳 해외입양기관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20 의 경우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부인회의 경우에도 
통계조사 미혼생모의 합계가 적어 편차가 크지만 체적으로 네 곳의 해외입
양기관의 미혼생모 연령구성과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
핀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상담 통계에는 기혼생모가 포함된 사실상의 입양상
담 친생모의 연령 통계치라고 한다면, <표 82>에 나타난 통계는 기혼생모를 
제외한 미혼생모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27) 자료: ① 1980년~1981년: 김용숙, 1982. ② 1982년~1985년: 한국부인회 총본
부, 1996 『윤락여성 및 미혼모에 한 자료집』 미혼모 연령통계 추이 내 해당 연
도 통계 재구성. 비고: 자료 조사일과 통계 모집단 수: 1982년(1982. 3. 1~3. 31, 
456명), 1983년(1983. 2. 1~4. 30, 399명), 1984년(1984. 8. 10~9. 10, 277명), 
1985년(1985. 3. 2~3. 30, 434명), 

328) 자료: <표 82>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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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입양 
상담 
합계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 입양사유

무계획 임신 무계획 임신 외 
친생부모 입양사유

상담수 비율
경제적 
빈곤 
(비율)

이혼
(비율)

가정
파탄
(비율)

부모
사망
(비율)

기타

1980 1,694 765 45.2 
246 117 334 109 

223 
(34.8) (16.6) (47.3) (15.4)

1981 2,882 1,321 45.8 
199 158 299 142

326 
(16.1) (12.8) (24.2) (11.5) 

1982 3,145 1,593 50.7 
399 274 373 188

318 
(32.3) (22.2) (30.2) (15.2) 

1983 3,303 1,905 57.7 
507 153 302 149

287 
(45.6) (13.8) (27.2) (13.4)

1984 3,565 2,303 64.6 
404 155 282 139

282 
(41.2) (15.8) (28.8) (14.2) 

1985 3,988 2,397 60.1 
450 186 325 145

485 
(40.7) (16.8) (29.4) (13.1)

1986 4,233 2,809 66.4 
448 193 316 130

337 
(41.2) (17.8) (29.1) (12.0) 

1987 4,509 2,707 60.0 
351 192 275 137

847 
(36.8) (20.1) (28.8) (14.3)

평균 3,415  1,975  56.3 
376 179 313 142 

388  
(36.1) (17.0) (30.6) (13.6)

<표 83>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입양사유별 구성 (1980년~1987년)

  (2) 입양결정의 이유

 329)

 1980년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입양사유별 비율을 나타낸 아
래의 <표 83>을 살펴보면, 우선 무계획 임신에 의한 비율과 절 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무계획 임신의 비율은 1980년 45.2퍼센트에서 1984년 64.6
퍼센트로 크게 증가한 이후 다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무
계획 임신 외의 입양사유별 구성비는 경제적 빈곤에 의한 비율과 가정 파탄에 

329) 비고: 무계획 임신 외 친생부모 입양사유에서 기타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노상
학, 199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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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입양사유별 구성 (1980년~1987년)

의한 비율이 각각 36.1퍼센트와 30.6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
혼과 부모 사망의 비율이 각각 17퍼센트, 13.6퍼센트의 구성비를 보 다. 즉 
무계획 임신이 점차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속에 가난과 가정 파탄과 이혼
에 의한 입양상담의 비율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비율은 전체 해외입양기관 입양상담의 4퍼센트 내외로 낮은 비율을 차
지하 음을 알 수 있다.

330)

 2. 해외입양 친생모의 사례연구

  (1) 친생모의 개인별 상황과 입양결정

   ① 기혼 생모의 입양결정 

 1980년  해외입양 친생모의 구성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 미혼생모의 절
수의 증가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 중매체를 통한 재

현된 것과 달리 기혼생모 또한 그 절 적 수는 물론 구성 비율에서 30퍼센트
를 상회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외입양 자율화 시기 다양한 형태의 

330) 자료: <표 83>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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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유배우 친생모들이 자녀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331). 이러한 기혼생모의 
증가는 일반적인 친생모 인식과는 다른 경우가 많았다. 본 절에서 다루는 아
홉 친생모의 입양 사례 가운데 세 사례(B1, 6, 7, 9)의 기혼생모 사례는 당시 
기혼생모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입양을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각기 다른 모
습을 보여준다.

⃞ B5 기혼 생모: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B
무책임한 남편을 신한 가족 부양, 일곱 번째 임신, 직장 사장의 입양권유, 사전 입양 동의와 입양

 친생모B5(이하 B5)는 1948년 경북 구의 유복한 가정의 맏딸로 태어났다. 
B5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어머니가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이후 가세가 
기울었다. 이후 1967년 친생부(친생부B5, 이하 친생부)와 동거를 시작해, 1968
년 첫 아들을 출산했다. 
 어려운 살림에도 돈을 빌려 쓰고 다녔으며, 투옥과 외도도 수시로 했던 친생
부로 인해 가족의 생계는 모두 B5의 몫이었다. 친생부를 신해 일식집에서 
일하며 6남매를 기르던 B5는 1984년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임신 
기간 중에 일식집 사장의 권유로 출생 전 해외입양기관에 가서 친권포기각서를 
썼다. 이후 출산 직후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일곱 번째 아들을 입양 보냈고, 아
들은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 B6 기혼 생모: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E
조산으로 출산, 장애가 있는 여아 쌍둥이의 치료 필요 상황, 남편 요구에 따라 입양

 친생모B6(이하 B6)은 1959년 충남 논산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의 6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며 경제적으로
도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B6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다니다가 중매로 만난 남편(친생부B6, 이하 친생부)과 1985년에 결혼하 다. 

331) 1980년~87년 시기 전체 해외입양의 47.5퍼센트로 약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
지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상담 통계에 따르면 기혼생모의 비율은 1980년 27.4퍼
센트(544명)에서 1983년 32.0퍼센트(1,261명)로 증가하고, 1987년에는 33.5퍼센트
(1,497명)로 증가하 다(노상학, 199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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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자녀
성별

입양
국가

B5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B

기혼 생모, [37세] 
(7남매의 일곱째) 

1984
(1985)

1984
(출산 직후)

남 미국

B6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E

기혼 생모, [28세]
(2남2녀의 첫째, 둘째) 

1985
(1986)

1985
(생후 5일)

여
여

미국

<표 84> 유배우 기혼 생모의 입양결정: 사례 B5, B6

 결혼 후 한 임신 7개월에 길을 걷다가 갑자기 산기(産氣)를 느껴 개인병원에
서 조산으로 여자 쌍둥이를 낳았다. 쌍둥이인 것도 모르던 상황에 병원에서는 
조산(早産)으로 두 딸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고, 당장 큰 병
원으로 옮겨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
는 형편은 아니었고, 친생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조산한 아이가 들
어가야 할 인큐베이터 하루 비용은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 B6은 친생부의 강권(强勸)으로 출산 5일 만에 친권포기각서에 서명
을 하 다.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아간 친생부를 통해 애들(딸 쌍
둥이)이 죽었다고 듣고 죽은 줄 알고 살아가던 B6은 17년이 지난 어느 날 친
생부에게서 두 아이가 살았으며, 1986년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② 재혼 생모의 입양결정

⃞ B1 재혼 생모 사례: 『다녀왔습니다』의 윤주희의 모
이혼과 재혼, 첫 딸에 한 계모와 계부의 거부, 친정에서 기를 수 없는 상황, 입양

 친생모B1(이하 B1)은 서울에서 2남3녀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결혼 후 1975
년에 첫 딸(윤주희, 이하 주희)을 낳았다. 딸을 낳은 이후 남편(친생부B1, 이
하 친생부)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은 다음 다른 여성의 요구에 친
생부는 B1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은 그 여성과 재혼을 한다. 
 이혼 당시 둘째 아이(아들)를 임신 중이었던 B1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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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온 뒤 딸을 부모님께 맡기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
다. 그러던 중에 B1이 더 늦기 전에 재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친정아버지의 
강권을 받아들여 재혼을 하게 된다. B1의 재혼한 남편(주희의 계부)은 전혼(前
婚)에서 출산한 자녀인 주희를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B1의 
친정에서 기를 것을 요구한다. 친생부의 재혼한 아내(주희의 계모)도 친생부가 
전혼(前婚)에서 낳은 딸이 집에 오지 않는 것을 결혼 전부터 요구했다. B1은 
일단 결혼을 하면 딸에 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희의 
계부는 계속해서 주희가 B1을 만나러 오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겼다. 그리고 
계부는 결국에는 B1에게 남편인 자신과 딸 주희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을 요
구하기에 이르자 B1과 친정가족들은 논의를 통해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주희
를 입양보내기로 결정한다. 이후 윤주희는 6세의 나이로 1980년 네덜란드로 
입양되었다.

⃞ B2 재혼 생모 사례: 홀트상담사례집 사례 6
동거 후 두 자녀 출산, 친생부의 행방불명, 아들을 업고 장사, 다른 남성과 혼인 위해 입양

 친생모B2(이하 B2)는 1960년에 태어났다. 친생부(친생부B2, 이하 친생부)와 
5년간의 동거 관계에서 낳은 2명의 자녀(1남1녀)가 있었지만 친생부의 성정이 
불안정하고, 관계가 불확실하여 혼인신고를 미루어 오던 중 친생부가 행방불
명된다. 이후 두 자녀를 다 기를 수 없자 딸은 위탁가정에 맡겼다가 그 가정
에 아이가 없어 키우고 싶어 하는 집이 있어 입양(국내입양)을 보냈고, B2는 
아들은 업고 김밥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3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던 B2는 한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하 는데, 남편(아들
의 계부)은 B2가 미혼으로 낳은 아들을 키우기를 원치 않았다. B2의 남편은 
언제 친생부가 나타나서 아들을 데려갈지 모르는 상태여서 불안할 뿐 아니라, 
B2와 자신과의 사이가 안정되는 데 아들을 기르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며, 무
엇보다 첫 결혼인 자신과 같이 B2 또한 첫 결혼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부모
님(B2의 시부모님)에서 B2의 과거를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1982년 B2는 결혼을 하면서 아들을 입양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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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자녀
성별

입양
국가

B1
『다녀왔습니다』의 

윤주희의 모
재혼 생모, [미상] 
(1남1녀의 첫째)

1980
(1980)

1975
(6세)

여
네덜
란드

B2
홀트상담사례집

사례4
재혼 생모, [23세]
(1남1녀의 둘째)

1982
(미상)

1980
(3세)

남 (미상)

<표 85> 재혼 생모의 입양결정: 사례 B1, B2

 

   ③ 이혼 생모의 입양결정

⃞ B7 이혼 생모: 홀트상담사례집 사례 13
동거 후 임신, 출산 전 혼인신고, 친생부 외도와 이혼, 양육비 미지급과 양육 어려움, 입양

 친생모B7(이하 B7)은 1964년 전남에서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상업 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서울에 와서 개인회사의 경리로 취직하여 친구와 함
께 자취생활을 하던 중 1983년 유원지에 친구와 놀러갔다가 친생부(친생부B7, 
이하 친생부)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다. B7보다 나이가 22살이 많은 친생부
에게는 이혼한 부인 사이에 2남1녀의 자녀(32세, 28세, 26세)가 있었고, B7과 
친생부의 결혼에 해 세 자녀의 반 가 있었지만, 친생부와 B7은 1983년 연
말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정식 혼인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었다가 임신초기에 친생부와의 관
계를 확신할 수 없어 임신중절을 생각하기도 했으나, 친생부가 걱정하지 말고 
낳자고 설득을 하여 임신 후반에 혼인신고를 했고, 첫 아들을 출산한다. 그러
나 아들이 태어난 직후 친생부의 외도가 시작되고, 결혼 전부터 친생부의 자
녀들로부터도 힘든 일을 겪어왔던 B7은 양육비를 친부가 지급하고, 아이는 
B7이 기르기로 하고 이혼을 하 다. 그러나 친생부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양
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혼 후 직장에 다니던 B7이 두 살 된 아들을 돌볼 
수 없어 멀리 지방(전남)의 친정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이후 부모님과
의 갈등이 심해졌고, 부모님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친생부에게 보낼 것



                     제4장 해외입양 자율화와 친생모 입양결정의 지속, 1980년~1987년

- 355 -

을 권하 다. B7이 친생부에게 양육 의사를 묻자 친생부는 아이 양육에 관하
여 B7이 키우지 못하면 고아원에 맡기라고 하 고, 앞으로 양육에 해서 어
떤 도움도 주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이후 B7은 1987년 입양기관을 방문하
여, 상담을 통해 세 살 된 아들을 입양 보냈다. 

⃞ B8 이혼 생모 사례: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D
두 아들 출산, 생계를 책임진 친생모, 동반자살 시도 후 입양 결심, 입양 위해 이혼, 입양 

 친생모B8(이하 B8)은 1960년 서울에서 3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1961
년 2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아버지가 젖동냥으로 B8을 키웠다. 
1968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온 가족이 흩어지고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아버
지, 고모 집에 얹혀 살며 떠돌다 다시 11세에 다시 가족이 모여 살게 된다. 
1976년 17세에 집을 나와 수원의 미싱 공장에 취업해 일을 했지만 밤낮없이 
일을 하다 몸이 상해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왔지만 제 로 치료도 못하고 오
빠 집에 머물다 나와 1978년 19세에 친생부(친생부B8, 이하 친생부)를 만나 
동거를 시작한다. 
 이후 1979년과 1982년에 낳은 두 아들을 낳았지만, 일하기 싫어했던 친생부
는 직장이 없이 지내다가, 해외파견근무를 시작하지만 해외근무 6개월 만에 
허리를 다쳐 돌아오고 만다. B8과 식구들은 친생부의 사고 이후 생계가 어려
워져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B8이 룸살롱 주방보조로 일하
면서 곁달린 지하쪽방에서 살아가게 된다. 9세, 6세 던 두 아들은 학교도 가
지 못하고 동네를 전전했다. 그러던 중 친생부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허리
를 다시 다쳐 입원을 하고, B8마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지낼 곳이 없게 되
었다. B8은 두 아들을 맡길 곳이 없자 친정오빠에게 친생부의 병간호를 할 일
주일간만 맡아달라고 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네 식구가 병원 입원실에서 같이 
지내게 된다.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B8은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고, 약을 사들고 두 아이
와 여관방에 들어가 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다 차마 못하고 여관을 나와 입양
을 보내기로 결심을 한다. 1987년 아홉 살이었던 큰 아들은 연령제한이 있어 
두 달 안에 결정을 해야 입양이 가능하고, 남편과 이혼을 한 어머니의 자녀야
만 입양이 가능하다는 말에 그길로 친생부와 법원에 가서 이혼수속을 밟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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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자녀
성별

입양
국가

B7
홀트상담사례집 

사례13
이혼 생모, [24세]

(첫째)
1987
(미상)

1986
(2세)

남 (미상)

B8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D

이혼 생모, [28세]
(2남의 첫째, 둘째)

1987
(1987)

1978, 1982
(10세, 6세)

남
남

프랑스

<표 86> 이혼 생모의 입양결정: 사례 B7, B8

양기관에 두 아들의 친권포기각서를 제출하 다. 이후 두 아들은 프랑스로 입
양되었다. 

   ④ 미혼생모의 입양결정

⃞ B3 미혼생모 사례: 홀트상담사례집 사례 3
형부의 협박과 성폭행, 임신에 한 친생부의 부인(否認), 가족과 상의 후 출산 직후 입양

 친생모B3(이하 B3)은 1962년 서울에서 6남매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운수업을 하셨으며, 같은 집에는 B3의 가족들과 국제결혼 한 첫째 언니(1973년
생)부부가 함께 살았다. 미군이었던 형부(친생부B3, 이하 형부)로부터 가족이 경
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형부와 B3은 가족으로서 친하게 잘 지냈다.
 어느 날 형부가 B3에게 시내의 호텔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함께 가자
고 따라갔다. 호텔방에 들어서자 형부는 자기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언니와 
이혼하겠다고 위협을 하 고, 저항을 했지만 결국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
게 되었다. 임신한 사실을 형부에게 알리고 임신중절수술비를 요구하자 자신
의 아기가 아니라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B3은 고민 끝에 부모님께 임신 사실
을 알렸고 식구들의 합의 하에 1983년 4월 산부인과에서 분만 직후 친권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고 아기를 입양 보냈다. 

⃞ B4 미혼생모 사례: 홀트상담사례집 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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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자녀
성별

입양
국가

B3
홀트상담사례집 

사례3
미혼생모, [22세]

(첫째)
1983
(미상)

1983
(출산 직후)

(미상) (미상)

B4
홀트상담사례집 

사례6
미혼생모, [미상]

(첫째)
1984
(미상)

1984
(10개월)

(미상) (미상)

<표 87> 미혼생모의 입양결정: 사례 B3, B4

미혼 동거, 두 차례의 임신중절, 세 번째 임신과 출산, 친생부 행방불명, 10개월 자녀의 입양

 친생모B4(이하 B4)는 1남1녀의 둘째로 태어났으며, 15세에 아버지가 사망하
다. 1982년 전자회사에 다니던 B4는 퇴근길에 분식점에서 만난 친생부(친생

부B4, 이하 친생부)와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 후 동거를 시작하 다. 동거 
후 두 차례의 임신을 하 지만 친생부의 권유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다시 
세 번째 임신에서 출산을 하 다. 출산 이후까지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B4와 친생부는 동성동본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 다. 
 친생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이 지내다가 군 제  이후
에도 직업이 없이 생활했고, B4와 다툰 이후 어느 날 돈을 벌겠다고 나간 뒤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다. B4는 수소문을 하며 친생부를 찾고자 하 으나 소식
을 알지 못하자 출산 후 10개월 만인 1984년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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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B1
『다녀왔습니다』의 

윤주희의 모
재혼 생모, [미상] 
(1남1녀의 첫째)

1980
(1980)

1975
(6세)

B2
홀트상담사례집

사례4
재혼 생모, [23세]
(1남1녀의 둘째)

1982
(미상)

1980
(3세)

B3
홀트상담사례집 

사례3
미혼생모, [22세]

(첫째)
1983
(미상)

1983
(출산 직후)

B4
홀트상담사례집 

사례6
미혼생모, [미상]

(첫째)
1984
(미상)

1984
(10개월)

B5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B

기혼 생모, [37세] 
(7남매의 일곱째) 

1984
(1985)

1984
(출산 직후)

B6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E

기혼 생모, [28세]
(2남2녀의 첫째, 둘째) 

1985
(1986)

1985
(생후 5일)

B7
홀트상담사례집 

사례13
이혼 생모, [24세]

(첫째)
1987
(미상)

1986
(2세)

B8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D

이혼 생모, [28세]
(2남의 첫째, 둘째)

1987
(1987)

1978, 1982
(10세, 6세)

<표 88> 친생모 연령과 입양자녀의 출생순서

  (2) 사례연구를 통해 재구성한 해외입양 친생모

   ① 친생모의 연령과 입양자녀의 출생순서
 

 본 장에서 살펴본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의 친생모 연령은 연령 미상의 두 사
례(B1, B4)를 제외한 여섯 명의 친생모 가운데 30 의 친생모는 일곱 번째 자
녀를 입양 보낸 B5가 37세 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20  친생모 다. 20
의 친생모 가운데 두 사례(B5, B8)는 28세 고, 25세 이하의 친생모는 22세의 
B3, 23세의 B2, 24세의 B7로 세 사례 다. 친생모 연령별로는 20세에서 25세 
사이가 세 명, 26세에서 30세 사이가 두 명, 30  이상이 한 명으로 전체적으
로 20 의 비중332)이 높다.

332) 연령 미상의 두 친생모는 B1의 경우 당시의 초혼 연령과 입양 당시의 딸의 나이
를 고려해 볼 때 20  후반의 연령 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미혼생모 으
며 입양자녀가 생후 10개월이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B4의 연령 는 20  초반의 
연령 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두 친생모의 연령을 그렇게 추정한다면 4장의 친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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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로 20 에 집중되어 있지만, 혼인 상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미혼생
모가 부분을 차지하 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20  내에서도 기혼 
생모(B6), 재혼 생모(B2), 이혼 생모(B7, B8), 미혼생모(B3)로 다양한 혼인상태
의 친생모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혼인 상태 별 연령을 살펴보면 기혼 생모
는 37세의 B5와 28세의 B6이 비교적 높은 연령을 보 으며, 이혼 생모는 입
양을 위해 입양 직전에 이혼을 한 B8이 28세, 이혼 후 양육비를 제 로 지급
하지 않는 친생부와 양육으로 친정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기도 했던 B7이 24
세 다. 재혼 생모의 경우 B2가 23세 으며, 미혼생모는 B3이 22세로 20  
초반의 연령 에 분포하 다. 
 
 친생모 입양자녀의 출생순서의 특징은 직전 시기인 1970년  후반의 입양자
녀의 출생순서에서 첫 번째 자녀의 비율이 높았던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본 장에서 살펴본 입양자녀의 출생순서도 기혼 상태에서 
일곱 번째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B6의 경우와 두 번째 출산한 아들을 입양
한 B2의 경우 이외에는 모두 첫 번째 출산자녀들이었다. 한편 딸 쌍둥이를 입
양한 B6과 열 살과 여섯 살인 형제를 입양한 B8의 경우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함께 입양한 경우 다. 이같은 양상은 1980년 에 접어들면 가족계획
사업과 인구증가억제가 강화되면서 출생자녀의 수가 줄어들어감에 따라 입양
자녀의 출생순서도 첫째, 혹은 둘째로 낮아지는 추세가 확연히 이전 시기에 
이어 계속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친생모가 기혼생모나 미혼생모인 
것에 상관없이 출산 자녀수가 줄어든 것으로 가족계획사업으로 한 가족 내의 
출산 자녀수가 줄어들고, 1980년  정부의 한자녀 운동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향과 당시의 출산 자녀수의 변화라는 변화의 향을 친생모들도 받았기 때
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의 연령 별 구성은 20  초반이이 네 명, 20  후반이 세 명, 30  이상이 한 명
으로 20 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통계에서와 같이 친생모 사례에서도 1980
년 에 접어들면서 친생모의 20 의 증가와 특히 20  초반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
지는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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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사례
자녀
성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입양
국가

B1
『다녀왔습니다』의 

윤주희의 모
여

1980
(1980)

1975
(6세)

네덜
란드

B2
홀트상담사례집

사례4
남

1982
(미상)

1980
(3세)

(미상)

B3
홀트상담사례집 

사례3
(미상)

1983
(미상)

1983
(출산 직후)

(미상)

B4
홀트상담사례집 

사례6
(미상)

1984
(미상)

1984
(10개월)

(미상)

B5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B

남
1984

(1985)
1984

(출산 직후)
미국

B6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E

여
여

1985
(1986)

1985
(생후 5일)

미국

B7
홀트상담사례집 

사례13
남

1987
(미상)

1986
(2세)

(미상)

B8
강태인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D

남
남

1987
(1987)

1978, 1982
(10세, 6세)

프랑스

<표 89> 입양자녀 성별과 입양상담 당시 나이

   ② 입양자녀 성별과 입양당시 나이
 

 본 장에서 살펴본 친생모의 입양자녀는 총 열 명이었다. 그 가운데 성별을 알 
수 있는 여덟 명의 성별은 가운데 여아가 세 명, 남아가 다섯 명이었다. 성별
을 알 수 있는 여덟 명은 시기별로는 1980년부터 1983년까지의 두 명은 여아
와 남아가 각각 한 명씩이었으며,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시기에 성별을 알 
수 있는 여섯 명의 성별 구성은 여아가 한 명, 남아가 다섯 명이었다. 본 연구
의 2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입양의 시기별 성비에 있어서 1970년
는 여아가 64.1퍼센트에서 1980년 는 53.4퍼센트, 1990년 는 여아가 더 적
은 46.2퍼센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333). 이는 1980년  초반에서 중후반

333) 적은 수의 사례로 전체 추세를 유추하기는 불가능하지만 1980년  중후반의 여
섯 명의 입양 가운데 여아는 2명으로 이 시기를 전후로 해외입양 성비가 전환되면
서, 여아와 남아가 점차 유사한 구성비로 전환된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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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남아의 성비가 높아진 전반적 흐름과 유사한 흐름
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1980년 까지는 여아의 비율이 남아보다 높았던 것
과는 다른 양상이다. 
 입양아동의 성별 비율에 있어서 본 장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B1의 경우 친생
부가 이혼을 한 이유의 하나가 친생모 B1은 여아를 출산한 반면 계모는 남아
를 출산하 기 때문이라는 B1의 딸(윤주희)의 언급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후 여아 기 때문에 계부가 딸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없었다. 
또한 쌍둥이 여아를 입양 보낸 B6의 경우 장애와 의료비에 한 이유에 따른 

향이 컸으며 성별에 따른 입양의 향은 적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반
로 재혼 생모 던 B2의 경우 아들을 해외로 입양하게 된 계기가 재혼을 고

민 중이던 계부가 아들일 경우 친생부가 언제든 찾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녀로 맞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상담사례집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아이기 때문에 친생모가 더 입양의 필요를 느끼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
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반 로 남아에 한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계부가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 가족 내의 성별 선호와 여아에 한 차별이 점
차 줄어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입양상담 당시의 자녀의 나이는 열 명의 입양자녀 가운데 1세 이하가 다섯 
명, 2세에서 3세 사이가 두 명, 4세 이상이 세 명으로 1세 이하 특히 출생 직
후의 입양의 비율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3세 이하의 아가 일곱 명으로 

아의 비율이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열 명의 입양자녀 가운
데 출산 직후(1주일 이내)에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네 명으로 출산 직후 입양
된 B3의 자녀와 B5의 자녀, 그리고 생후 5일에 입양된 쌍둥이 던 B6의 두 
자녀 다. 다음으로 생후 1주일 이후부터 1세 이하인 경우가 한 명으로 미혼
생모로 친생부가 행방불명되어 10개월 된 자녀를 입양한 B4의 사례가 해당되
었다. 2세 이상에서 3세 이하까지의 경우가 두 명으로 미혼모로 낳은 아들을 
세 살까지 기르다가 재혼과 동시에 입양 보낸 B2와 친생부가 양육비를 보내
주지 않아 양육하는 것을 지속할 수 없어 두 살 된 아들을 입양 보낸 B7이 
있었다. 다음으로 4세 이상의 경우는 세 명으로 재혼 후 계부의 자녀에 한 
거부(B1), 극단적 빈곤 상황에서 자녀와 함께 음독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양육
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한 사례(B8)를 통해 친생모가 양육이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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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입양결정의 성격이 보다 두드러졌다. 
 전체적으로 이는 앞선 3장의 1970년  말까지의 입양아동의 연령이 부모가 
양육을 하는 도중에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입양을 의뢰한 2세에서 6세 사이
의 아동이 부분이었던 양상과 달리 1980년 에는 3세 이하의 경우의 비율
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출산 직후에 입양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입양아동
의 연령이 낮아지고 친생모의 입양 결정하기까지의 시기 즉, 입양상담 아동의 
연령은 어려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별 입양사례와 친생모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세 사례의 출산 직후
의 입양 사례에서 두 사례가 기혼 생모로서 쌍둥이로 조산한 딸을 입양 보낸 
B6과 가장 많은 37세의 나이에 일곱 번째 자녀를 입양 보낸 B5이었으며, 다
른 한 사례는 미혼생모로서 형부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이후 가족과의 상의 
후 출산 직후 입양한 B3의 사례가 있었다. 이는 미혼생모만이 출산 직후에 입
양을 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후 1주일 
이후부터 3세 사이의 세 사례는 재혼 생모 던 B2와 미혼생모인 B4, 이혼 생
모인 B7로 여러 유형의 혼인상태의 친생모가 이 연령에 아를 입양 보냈다. 
다음으로 4세 이상의 두 경우는 재혼생모와 이혼생모의 자녀로 기혼의 재혼 
또는 이혼 상태의 친생모가 재혼이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양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들이었다. 이를 통해 미혼
생모에 비해 기혼생모의 입양자녀의 연령이 다양한 양상을 보 으며, 미혼생
모의 경우에는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상 적으
로 자녀가 어릴 때 입양을 결정하는 양상을 보 다.
 혼인상태별로 미혼의 친생모가 부분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양한 연령과 
혼인상태의 친생모가 존재했으며, 특히 기혼의 친생모의 경우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기혼의 유배우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절  빈곤 
상태가 아님에도 B6과 같이 자녀의 장애가 예상된다거나 B5와 같이 경제적 여
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수가 많아 출산 후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
은 모든 기혼생모의 입양결정이 경제적 빈곤이 아닌 보다 다양한 요인(장애, 
늦은 출산, 다자녀, 경제활동과 양육 등)이 입양결정에 향을 주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미혼생모의 경우도 출산과 함께 입양을 결정
한 경우인 B3의 경우와 달리 친생부와의 관계에서 두 차례의 임신중절 이후 
세번째의 임신에서 출산을 하 고, 이후 친생부와의 혼인을 고민하며 10개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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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양육하 지만 친생부가 행방불명이 되면서 혼인으로의 전환이 어렵고 혼자 
양육을 지속하기도 어려워 입양을 결정한 B4의 경우를 통해 미혼생모의 입양
결정이 일반적 인식과 달리 상당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미혼의 출산이 곧 입양으로 이어지기보다 임신 상태에서 
임신중절을 선택(임신중절미혼모 되기)하거나, 친생부와의 혼인으로 전환(혼인
미혼모 되기)이나 양육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자신의 양육(양육미혼모)을 여러 상
황 속에서 적절한 결정이 무엇일지를 모색한 뒤 다른 선택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 입양(미혼생모 되기)을 결정하는 상황을 추정해볼 수 있다.

 3. 친생모, 요보호아동, 입양의 관계

  (1) 친생모 특성과 요보호아동 발생의 관계

 아동복지법 제정의 주요한 이유 던 기아・미아 발생은 법 제정 이후에 감소
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 다. 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인 아시설과 육아시
설에 입소하는 기아・미아를 포함한 요보호아동 수도 비례하는 양상을 보
다. 기아 발생 통계가 통계 생성 기관과 범위 설정에 따라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입양과 아동복지의 관련성 가운데 ‘기아’ 그리고 ‘기아・미아’의 
발생 증가라는 1980년 의 전체 사회복지, 아동복지 및 해외입양 변화의 설명
에 주요한 원인이면서도 그에 한 불명확성과 혼동을 줄이고자 관련 통계를 
상호 분석을 통해 구분해 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입소현황과 보건사
회부 기아 통계의 관련성이 높은 점, 그리고 기아/ 아시설 입소의 지역별 집
중도와 발생양상의 연관성이 높았다334). 유일하게 기아 통계가 보건사회연보
에 실린 1985년 기아 추이는 아래 <표 90>과 같다.

334) 왜 1980년  제5공화국 시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아동복지 개선의 의지에도 불구
하고 기아・미아 발생이 급증하 는지에 한 설명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기
아의 특성상 연령 특성으로서 기아의 아화, 지역적 특성으로서 서울을 비롯한 3

 도시・지역(부산, 구, 경기)의 편중 현상을 해외입양기관 입양상담과 친생모 
입양결정 양상과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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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지역

1985년 기아 발생 현황
성별 (비율, %) 연령 (비율, %)

합계 남 여 1세미만 1~4세 5~11세 12~17세 18세 
이상

전국 합계 14,230
(100.0)

6,383
(44.9)

7,847
(55.1)

8,039
(56.5)

3,621
(25.4)

2,209
(15.5)

330
(2.3)

31
(0.2)

서울 10,740 4,587 6,153 6,982 2,596 1,093 69 0
경기 1,181 620 561 270 275 472 153 11
부산 384 203 181 118 146 105 15 0

구 332 180 152 126 127 75 4 0
서울, 경기, 

부산, 구 외 
전국 

1,593 793 800 543 477 464 89 20

비
율

서울 75.5 71.9 78.4 86.9 71.7 49.5 20.9 0.0
서울, 경기 
부산, 구 88.8 87.6 89.8 93.2 86.8 79.0 73.0 35.5

서울, 경기
부산, 구 
외 전국

11.2 12.4 10.2 6.8 13.2 21.0 27.0 64.5

<표 90> 1985년 기아 발생 성별, 지역별, 연령별 현황

335)

 위의 <표 90>에 나타난 1985년 전국 기아 발생 현황의 성별, 연령별, 지역
별 특성을 살펴보면 당시의 기아 발생이 특정한 연령과 지역적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체 기아 아동수가 만4천2백30명으로 그 규모 면에서 상
당히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연령별 분포에서 1세 미만의 기아만 8천
39명으로 전체 기아의 56.5퍼센트를 차지하 다. 그리고 전체 연령 가운데 4
세 이하의 합계는 1세 미만의 8천39명과 1세에서 4세까지의 3천6백21명을 
합하여 만천6백60명으로 전체의 81.9퍼센트를 차지하 다. 한편 지역별 비율
로는 서울이 만7백40명으로 전체의 75.5퍼센트를 차지하 으며, 서울을 비롯
한 경기. 부산, 구의 기아의 합계는 만2천6백37명으로 전국 기아의 88.8퍼

335) 비고: 경기 통계에 인천 통계가 포함된 값임, 행정구역 상 인천은 경기도에 속해 
있다가 1981년 7월 1일 부로 인천직할시로,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에 1981년 이전의 시기가 다수 포함된 관계
로 경기에 인천의 통계를 포함시켰다. 자료: 1985년도 발생 보건사회연보 “1985년 
기아 취급 상황” 



                     제4장 해외입양 자율화와 친생모 입양결정의 지속, 1980년~1987년

- 365 -

미아

지역

1985년 미아 발생 현황
성별 (비율, %) 연령 (비율, %)

합계 남 여 1세미만 1~4세 5~11세 12~17세 18세 
이상

전국 합계 4,561
(100.0)

2,503
(54.9)

2,058
(45.1)

30
(0.7)

2,653
(58.2)

1,720
(37.7)

154
(3.4)

4
(0.1)

서울 62 27 35 10 47 5 0 0
경기 1,597 829 768 11 994 519 69 4
부산 84 50 34 0 38 44 2 0

구 335 180 155 0 132 174 29 0
서울, 경기, 

부산, 구 외 
전국 

2,483 1,417 1,066 9 1,442 978 54 0

비
율

서울 1.4 1.1 1.7 33.3 1.8 0.3 0.0 0.0

경기 35.0 33.1 37.3 36.7 37.5 30.2 44.8 100.0

<표 91> 1985년 미아 발생 성별, 지역별, 연령별 현황

센트가 네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아가 특정 연령(4세 
이하, 특히 1세 미만)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편중된 것은 
당시의 기아가 전체 아동을 상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기보다 도시의 아
들을 상으로 진행된 것임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36).
 다음으로 아래의 <표 91>의 1985년 전국 미아 발생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기아 발생 양상과 미아 발생 양상이 상반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36) 이처럼 1980년  중반 기아의 발생 양상이 지역적으로는 도시 지역, 연령별로
는 아 아동, 특히 1세 미만의 아동을 상으로 발생하 던 것에 한 설명으로는 
이처럼 (3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기아 발생의 아화, 도시화로 특징지어지는 
1970년  기아 발생 양상이 1980년  중반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
울의 비중, 그 가운데 1세 미만의 기아 발생에서 서울의 비율이 거의 부분을 차
지한 것은 보사부 기아 통계가 버려진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를 알 수 있는 아동에 
의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동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해외입양기관의 전국적 입양상담은 서울의 입양기관 통계로 집계되어 취합・작성되
었기 때문에 전국적 입양상담이 서울의 기아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논
의는 본 장의 4절의 3. 친생모, 요보호아동, 입양의 관계에서 이어서 진행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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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부산, 구 45.6 43.4 48.2 70.0 45.6 43.1 64.9 100.0

서울, 경기
부산, 구 
외 전국

54.4 56.6 51.8 30.0 54.4 56.9 35.1 0.0

<그림 121> 1985년 기아와 미아 아동 연령별 구성 비율

337)

 먼저 전체 미아 아동의 수가 4천5백61명으로 기아의 3분의 1 수준으로 적었
던 점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 미아 발생의 분포에서는 기아 발생이 1세 미만
을 중심으로 부분이 4세 이하의 아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미아의 연령 
분포는 가장 많은 연령 가 1세에서 4세까지가 58.2퍼센트로 2천6백53명, 다
음으로 많은 연령 가 5세에서 11세까지가 37.7퍼센트로 천7백20명으로, 1세
에서 11세까지가 4천3백73명으로 전체의 95.9퍼센트를 차지하 다. 지역적 분
포에 있어서도 기아의 경우 서울의 비율이 전체의 75.5퍼센트로 4분의 3을 차
지하 던 반면, 미아의 경우는 서울이 1.4퍼센트로 극히 일부의 미아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반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역적으로 미아가 가
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35퍼센트인 천5백97명의 미아가 발생
하 으며, 서울, 경기, 부산, 구의 합계가 기아의 경우 88.8퍼센트 던 반면, 
미아의 경우 45.6퍼센트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상반된 양상을 보 다.

338)

337) 비고: 경기 통계에 인천 통계가 포함된 값임, 자료: 1985년도 발행 보건사회연보 
“1985년 미아 취급 상황” 

338) 자료: <표 90>과 <표 91> 내용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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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1985년 기아와 미아 지역별 발생 
현황

기아

지역

1985년 기아 조치 현황
기아수 
(비율,%) 조치 현황 (비율, %)

합계 연고자 
인도

입양위탁 및 
해외입양기관

일반
시설

고용
위탁 사망 도망 및 

기타

전국 합계 14,230
(100.0)

730
(5.1)

10,641
(74.8)

2,216
(15.6)

22
(0.2)

185
(1.3)

282
(2.0)

서울 10,740
(100.0)

411
(3.8)

9,611
(89.5)

297
(2.8)

0
(0.0)

151
(1.4)

129
(1.2)

<표 92> 1985년 기아 발생 아동 지역별 조치 상황

339)

 위 <그림 122>와 <그림 123>에 나타난 기아와 미아의 연령별, 지역별 특성
으로 기아는 1세 미만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세에서 4세가 높았으며, 연령
이 높아지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미아의 경우 1세에서 4
세까지 그리고 5세에서 11세까지 이외의 연령에서는 발생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 분포에서는 기아의 경우 서울을 최

 발생지역으로 하여, 4개 도시 지역(서울, 경기, 부산, 구) 중심의 발생 
분포를 보 으며, 그 네 지역 이외의 지역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미아 발생의 경우에는 상 적으로 서울의 비율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적으로 네 개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는 
점에서 기아 발생 양상과 상반되는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339) 자료: <표 90>과 <표 91> 내용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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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181 73 288 763 12 7 38
부산 384 97 173 100 0 4 9

구 332 0 254 11 5 13 30
서울, 경기, 

부산, 구 외 
전국 

1,593
(100.0)

149
(9.4)

315
(19.8)

1,045
(65.6)

5
(0.3)

10
(0.6)

76
(4.8)

비
율

서울 75.5 56.3 90.3 13.4 0.0 81.6 45.7
서울, 경기  
부산, 구 88.8 79.6 97.0 52.8 77.3 94.6 73.0

서울, 경기
부산, 구 
외 전국

11.2 20.4 3.0 47.2 22.7 5.4 27.0

340)

 앞서 살펴본 기아 및 미아의 발생 현황과 마찬가지로 이들 아동에 한 조치 
상황 또한 상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위 <표 92>는 1985년에 발생한 기아 
아동에 한 지역별 조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따르면 기아 아동의 조
치 방식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입양위탁 및 해외입양기관’으로 조치된 경우
가 전체 기아의 74.8퍼센트인 만6백4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설, 즉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15.6퍼센트인 2천2백16명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연고자에게 인도되는 기아의 경우가 5.1퍼센트인 7백30명이었다. 
이외에도 사망, 도망, 고용위탁 등의 합계는 3.5퍼센트로 낮게 나타났다. 즉, 
1985년에 발생한 기아의 부분은 크게 입양기관으로의 위탁 및 입양, 아동복
지시설로의 입소, 연고자 인도로 조치가 되었으며 그 가운데 입양위탁이 되거
나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경우가 4분의 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입양위탁 및 해외입양기관으로 조치되는 비율이 
전국 평균 74.8퍼센트보다도 15퍼센트 가량 더 높은 89.5퍼센트로 부분의 
서울 지역의 기아가 입양위탁 또는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었으며, 상
적으로 일반시설인 아동복지시설로 입소 조치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5.6퍼센
트보다 훨씬 낮은 2.8퍼센트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 아동의 조치
별 지역별 특성에서 서울은 입양위탁 및 해외입양기관으로 조치된 만6백41명 

340) 비고: 경기 통계에 인천 통계가 포함된 값임, 자료: 1985년 발행 보건사회연보 
“1985년 기아 및 미아 취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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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지역

1985년 미아 조치 현황
미아수 

(비율,%) 1985년 미아 조치 현황 (비율, %)

합계 연고자 
인도

입양위탁 및 
해외입양기관

일반
시설

고용
위탁 사망 도망 및 

기타

전국 합계 4,561
(100.0)

4,186
(91.8)

33
(0.7)

309
(6.8)

0
(0.0)

1
(0.0)

52
(1.1)

서울 62 48 0 11 0 0 1

경기 1,597
(100.0)

1,459
(91.4)

23
(1.4)

103
(6.4)

0
(0.0)

0
(0.0)

12
(0.8)

부산 84 29 0 55 0 0 0
구 358 356 0 0 0 0 2

서울, 경기, 
부산, 구 외 

전국 
2,460 2,294 10 140 0 1 37

비
율

서울 1.4 1.1 0.0 3.6 0.0 0.0 1.9
경기 35.0 34.9 69.7 33.3 0.0 0.0 23.1

서울, 경기 
부산, 구 45.6 45.2 69.7 54.7 0.0 0.0 28.8

서울, 경기
부산, 구 
외 전국

53.9 54.8 30.3 45.3 0.0 100.0 71.2

<표 93> 1985년 미아 발생 아동 지역별 조치 상황

가운데 90.3퍼센트인 9천6백11명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반면 일
반시설인 아동복지시설로 입소 조치된 아동 2천2백16명 가운데 서울 지역에
서 조치된 아동은 13.4퍼센트인 2백97명에 불과하 다. 다음으로 서울, 경기, 
부산, 구 등 도시 권역의 네 개 지역을 통해 입양위탁 및 해외입양기관으
로 조치된 기아 아동의 비율은 전체의 97퍼센트로 사실상 기아 가운데 입양 
조치된 아동의 부분이 이들 네 지역에 분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아 아동의 지역별 조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아 아동의 조치 
상황과의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93>은 1985년 발생한 미아 아동
의 조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341)

341) 자료: 1985년 발행 보건사회연보. “1985년 기아 및 미아 취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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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보사부

기・미아
기아 아동수 아시설 

입소아동경찰청 보사부 법무부

1980 11,251 837 8,500 4,769 8,213

1981 12,115 1,084 9,138 4,741 9,026

<표 94> 기관별 기・미아와 아시설 입소아동 추이 (1980년~1987년)

<그림 123> 1985년 기아와 미아 발생 아동 
조치 현황

342)

 미아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조치가 연고자 인도로 전체 4천5백61
명의 미아 아동의 91.8퍼센트인 4천백86명이 연고자를 찾아 인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가장 많은 미아가 발생했던 경기 지역의 경우 연고자를 
찾아 인도된 경우가 91.4퍼센트인 천4백59명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비율의 
연고자 인도 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기 지역에서 미아의 
6.4퍼센트인 백3명이 일반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로 입소 조치된 것으로 전체 
경기지역 미아의 97.8퍼센트가 연고자에게 인도되거나 아동복지시설로 입소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 미아의 경우 서울의 비율이 
전체의 1.4퍼센트에 그쳤으며, 서울, 경기, 부산, 구의 네 지역의 합계가 전
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5.6퍼센트로 그 이외의 전국에서 미아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아의 경우 입양위탁 또는 해외입양기관에 맡겨지
는 경우가 부분이었던 기아와 달리 연고자를 찾아 인도되는 경우가 부분
이었음을 알 수 있다.

342) 자료: <표 92>와 <표 93> 내용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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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15,249 1,127 11,587 6,661 11,241

1983 16,258 849 12,114 9,658 11,070

1984 18,172 496 11,430 8,703 12,310

1985 18,791 443 14,230 9,287 13,170

1986 17,788 507 13,887 8,562 12,613

1987 17,319 565 13,304 6,405 10,725

평균 15,868 739 11,774 7,348 11,046
343)

 초기 미혼모상담에서 입양상담으로 확 되어 미혼모상담은 미혼생모와 기혼
생모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입양상담이 되었지만 많은 경우 미혼모상담으로 계
속 지칭되었다. 한편 미혼모상담을 통해 입양 상이 된 아동은 당시의 친권
을 의미하는 출생등록과 호적을 갖지 않은 아동으로서 양부모나 한부모와 구
분되어 전혀 친권이 없는 의미에서 기아로 분류되었다. 이는 부모의 친권 여
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아(부모를 알 수 없는)와 구분되는 그러나 
유사하게 친권을 갖지 못한 상태로서의 아동을 의미하는 기아(부 또는 모를 
알지만 친권이 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가 함께 ‘기아’로 사용되었다. 점차 미
혼모상담이 확 되어 입양상담이 되면서 법적으로 출생등록이 되었고 그 부모
를 알고 있던 아동의 입양이 이루어지면서 그 아동들은 친권이 포기된 기아
(부 또는 모를 알지만 친권이 포기된)가 추가적으로 기아의 범주로 포함되었
다. 그에 따라 미혼모상담이 시작되기 전인 1967년까지 기아는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를 의미했던 반면, 1968년부터 1972년까지는 입양상담 된 미혼생모
의 자녀와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를 합하여 ‘기아’로 지칭되었다. 
 이어서 1973년부터 1979년까지는 미혼생모와 기혼생모 그리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을 합하여 기아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80년부
터 1988년까지는 미혼생모, 기혼생모, 기아 그리고 미아를 합하여 기‧미아로 
표현함으로서 그 수는 다시 늘어나 1985년의 경우 그 수가 연간 1만6천명에 
이르렀다.

343) 자료: ① 기・미아: [김중 , 1983: 161. 청소년 책위원회, 1985: 347.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이경은, 2016: 200.]을 취합하여 재구성. ② 아시설: 해당 연도 보
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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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기관별 기・미아 아동 증감 추이 
(1980년~1987년)

344)

 이처럼 1980년  ‘기아’라는 용어는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는 국가 기관이 경
찰청, 사법부, 보사부에서 각각 다른 범주를 상으로 했지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 고, 보사부의 경우 기아와 기아・미아를 통칭하여 기・미아로 확 하
여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용래가 불명확해졌다. 그러한 용래와 범주의 혼
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그 최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기・미아가 사회
와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통용되어 갔다. 그
리고 가족, 사회, 국가가 수용할 수 없는 아이들의 증가는 결국 해외입양을 
통해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담론을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근거로 수렴
되었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시기는 정부의 아동복지에 한 관심과 정책적 입법
에도 불구하고 요보호아동 발생 특히, 기미아가 1980년 만 천여 명에서 1985
년 만8천여 명으로 급증하 다. 본 장에서는 요보호아동 관련 각종 통계의 복
합적・순차적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별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기아와 미아 아동이 합산되어 집계되었지만, 실제 기아는 가족을 찾는 
경우가 5퍼센트로 극히 낮았던 반면, 미아의 경우 90퍼센트 이상이 가족을 찾
는 등 그 성격이 달랐다. 이는 기아 통계에 가족을 찾지 못한 미아가 아니라 
미아로 발견된 전체 아동이 합산되면서 요보호아동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인식
을 강화시켰지만, 실제 요보호아동 보호에 있어 두 통계는 다른 성격을 가지

344) 자료: <표 94>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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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입양상담
친생모 수 3,146 5,069 7,475 9,518 10,142 10,383 12,035 12,504

<표 95> 입양상담 친생모 추이 (1980년~1987년)

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양한 기아 통계에서 요보호아동 통계와 가장 관련성이 높았던 통계
는 보사부의 기아 아동수와 아시설 입소아동수 다. 이는 위 <그림 124>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보사부 기아 아동수가 
아시설 입소아동수와 규모와 증감에 있어서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보사부 기아가 많은 경우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상담 의
뢰된 아동으로 친생가족・친생모로부터 맡겨진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는 아동
(adoptable children)으로서 보사부 기아로 집계되어 아시설에 입소한 것과 
관계가 있었다. 즉, 보사부의 기아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입양이 가능한 아
이로 그 범주가 유기되어 발견된 경찰청 기아아동수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의뢰 된 아이들을 합한 것으로 국내와 해외의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는 아이
를 의미하는 기아 던 것이다.

  (2) 친생모 특성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관계

345)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친생모의 수는 급격히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미혼생모와 기혼생모 모두 급격히 증가했던 
양상에 따른 것이었다.

345) 자료: ① 1980년~1985년: 한국여성개발원, 1986: 420. ② 1986년~1987년: 이성형, 
198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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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기・미아
보사부
기아

아시설 
입소아동

입양상담
친생모

입양특례법상 입양
해외
입양

국내
입양

국내・해외 
입양 합계

1980 11,251 8,500 8,213 3,137 4,144 3,657 7,801
1981 12,115 9,138 9,026 5,069 4,628 3,267 7,895
1982 15,249 11,587 11,241 7,475 6,434 3,298 9,732
1983 16,258 12,114 11,070 9,518 7,263 3,004 10,267
1984 18,172 11,430 12,310 10,142 7,924 3,000 10,924
1985 18,791 14,230 13,170 10,383 8,837 2,885 11,722

1986 17,788 13,887 12,613 12,035 8,680 2,854 11,534
1987 17,319 13,304 10,725 12,504 7,947 2,382 10,329
평균 15,868 11,774 11,046 8,783 6,982 3,043 10,026

<표 96> 입양특례법상 입양, 입양상담 친생모, 기・미아, 아시설 입소아동수 
추이 (1980년~1987년)

<그림 125> 입양상담 친생모, 기관별 기・미아, 
아시설 입소아동수 추이 (1980년~1987년)

346)

347)

346) 자료: ① 기・미아: [김중 , 1983: 161. 청소년 책위원회, 1985: 347.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이경은, 2016: 200.]을 취합하여 재구성. ② 아시설: 해당 연도 보
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현황”. ③ 입양상담 친생모: [1980년~1985년: 한국여성개
발원, 1986: 420. 1986년~1987년: 이성형, 1989: 72.] ④ 입양특례법상 입양: 재외동
포재단, 2006.

347) 자료: <표 95>과 <표 96> 내용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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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입양특례법상 입양, 입양상담 친생모, 
기・미아, 아시설 입소아동수 추이 

(1980년~1987년)

 <표 96>과 <그림 1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기 보사부 기아 아동수와 아
시설 입소아동수,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수는 1980년 8천명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4년 만명에서 만2천명 수준에 이른다. 한편 입양상담 친생모 수는 
1980년 3천여 명에서 급증하여 1984년 이후로는 앞선 세 수치와 근사한 값을 보

다. 이는 당시의 해외입양기관을 통한 친생모의 입양상담을 시작으로 이 아동
이 아시설에 입소의 형식으로 해외입양기관의 위탁보호를 받으면서, 입양특례
법상 입양 절차를 밟아 해외와 국내의 가정으로 입양되어 간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입양상담 친생모의 수가 늘어난 것은 해외입양기관을 찾는 친생모의 수가 
이 시기에 급증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편 보사부의 기아, 기미아 통계는 유기되
는 아동의 수로서 ‘기아’가 아니라, 극히 일부의 유기 아동과 부분의 해외입양
기관에 의해 맡겨진 입양가능한 아동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 <그림 126>은 각 아동보호 통계의 규모와 증감 양상을 통해 1980년부터 
1987년 시기, 아동보호체계에서 입양상담 친생모- 아시설 입소아동-보사부 기아
아동수-입양특례법 상 입양수(국내 및 해외입양 아동수)가 접한 상관 관계를 보
이며 증가한 후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해외입양이 
이 시기에 기아(유기된 아동)가 아닌 해외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양상담
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친생모의 입양상담이 급증하고 그 방식에 있
어서도 입양상담을 통한 입양이 부분을 차지하 음을 알 수 있다.  

348)

348) 자료: <표 96>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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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소결

 본 장에서는 1980년부터 1987년 시기 해외입양이 단기간에 급증하게 된 양
상을 해외입양 친생모의 삶의 맥락과 현실은 어떠하 으며, 그 속에서 친생모
의 입양결정 양상은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한 설명을 시도하 다. 이 장을 
통해 살펴본 해외입양 친생모의 급증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정부가 취한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 전환 이후에 아동복지 개선을 목적
으로 진행된 아동복지 입법과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보호아동 발생과 친생
모 입양상담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는 해외입양의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아동보호 접근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일반아동’으로 아동복지 정책 상을 확 하는 등 요보호아동 발생 
감소와 아동복지 개선을 모색하 다. 동시에 이민 확 를 통한 인구감소 효과
는 물론 민간외교 자원으로서 해외입양 아동과 해외입양 부모의 잠재적 가능성
에 주목하면서 해외입양 감축정책을 폐지하고 해외입양을 자율화시켰다.
 이러한 해외입양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하여 기미아의 연간 발생 합계가 
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입양 감축정책을 해제한
다고 보사부는 설명하 다. 그러나 해외입양 자율화가 추진되기 전인 1980년, 
만 천여 명 수준이었던 (보사부 집계 기준) 기미아 아동수는 자율화 이후 가파
르게 증가하여 1983년 만6천여 명, 1985년에는 만8천여 명에 이르렀다. 정부
의 설명에 따르면 기미아 발생이 많아서 해외입양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여
겨졌지만, 실제로는 해외입양 개방 이후 입양을 염두에 둔 해외입양 상담 및 
입양의뢰가 급증하면서, 또 이들 아동이 ‘기아’ 아동으로 집계된 결과 기미아가 
더욱 늘어났던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요보호아동을 줄이기 위해 아동복지 정
책 개선 시도했지만, 해외입양 자율화 이후의 해외입양기관에 상담・의뢰된 아
동수의 증가로 인하여 요보호아동 발생은 반 로 증가하고 말았다.
 둘째, 근대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모성에 대한 가부장적 규범이 강화되는 
가운데 친생모에 대한 양육 지원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선택하는 친생모가 증가하였다. 1977년 가족법이 개정된 이후, 부모의 
공동친권 규정이 신설되는 등 일부 법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주제 내 
이혼, 재혼, 미혼의 모자가정 모(母)의 친권 및 재산권 상의 불안정은 지속되
었다.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위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한층 강화되면서, 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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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율을 높이고, 모자보건법 내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확 하는 ‘임신중절 합
법화’까지 논의되었지만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기혼여성 상 피임과 출산억
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반면 미혼여성
을 상으로는 피임과 임신중절 권한이 자칫 성(性)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미혼여성 상 피임에 한 교육과 관련 지식・도구에 한 접근
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많은 미혼모가 피임과 임신에 한 지
식이 부족한 상황 속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임신 사실을 인지
하는 시기가 늦는 경우가 많았고, 임신중절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 비율이 높아지면서 모성보호 및 탁아시설 확 의 필
요성이 두되었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확 를 통해 당시의 탁아시설 수용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유아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 지만 취학전 아동에 

한 교육 및 탁아기능을 병행하는 새마을유아원은 사실상 운 시간, 취원
상 아동의 연령, 비용 등의 측면에서 탁아기능의 수행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
는 당시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와 기혼여성 취업의 증가 속에 3세 미만의 아
들과 특히 빈곤・공단지역 아동에 한 탁아 공백의 확 로 이어졌다. 점차 
미혼모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두되면서 미혼모 예방사업으로 공단지역 청
소년여성근로자와 접객업소 종사자 상 미혼모 예방교육이 도입되었을 뿐 아
니라, 전국의 부녀상담소에서도 미혼모 예방교육과 미혼모 상담사업을 도입하

다. 이 시기에 미혼모 보호시설도 세 곳에서 열 곳으로 늘어나면서 시설 내 
수용 정원 확 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미혼모 관련 보호 및 상담사업의 다
각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분의 보호사업이 여전히 자녀를 입양 보내
는 것을 전제로 미혼모를 보호・지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혼생모의 경우에
도 모자가정, 빈곤가정에 한 복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혼, 사별, 기
혼의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 해외입양기관을 통한 입
양상담 이외의 사실상의 양육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졌다.
 셋째, 미혼모가 어머니로서 인식되는 정도로서 모성 지위가 약화되면서 미혼모
의 비모성화가 진행된 반면, 한국 아동을 입양한 해외의 입양가정은 정상가족의 
전형으로 인식되면서 해외입양에 대한 선망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 미혼여
성은 피임, 임신중절 등에 한 지식으로부터 분리되어 혼전순결(婚前純潔)을 
요구받았으며, 만약 미혼의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 미혼모 보호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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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기관 상담을 통해 자녀를 입양보내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해외입양 친
생모로서 기혼생모는 점차 비가시화되면서 친생모는 곧 미혼모와 동일시 되어
갔다. 해외입양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서구 사회에서 백인 입양부모의 사랑 속
에 자라날 기회로 인식되는 양상이 강화되어갔다. 그로 인해 요보호아동이나 부
모의 양육이 어려운 국내 아동의 행복을 위해 해외입양은 점차 불가피하며 아
동의 행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어 갔다.
 넷째, 근대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 속에 기혼과 미혼
의 여성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해외입양 이외의 지원과 보호
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으면서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상담・의뢰하는 친
생모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친생모 통계
에 의하면, 연령별로 10 의 비율이 20~30퍼센트로 늘어났다, 20 의 친생모
가 전체의 50~75퍼센트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20  가운데
서도 20세에서 24세의 비율이 전체의 35~45퍼센트를 차지했으며, 25세에서 
29세의 비율은 15~20퍼센트로 10 의 비율보다 더 낮아졌다. 30  친생모 비
율은 상 적으로 줄어 15~20퍼센트로 이전 시기에 비해 낮아졌으며. 40  이
상의 비율은 전체의 3퍼센트 내외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1980년 에 접어들
면서 해외입양 친생모는 20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10  비율
과 30 의 비율이 역전되고, 40  이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연령상의 변
동이 나타났다.
 이 시기 혼인지위에 따른 입양상담 친생모 비율에 있어서 기혼생모가 25~35
퍼센트 으며, 미혼생모는 60~70퍼센트 내외로 미혼생모의 비율이 꾸준히 증
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부모에 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5퍼센트로 줄어들었다. 이는 사실상 부모가 모두 사망한 고아
나 부모로부터 유기되어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이 아닌 모(母) 또는 
부(父)가 생존한 아동이 입양된 비율이 부분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혼생
모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긴 하 지만 여전히 3분의 1 가량의 해외입양 친생
모가 기혼여성으로 그 비율 또한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입양 상 아동이 된 사유에 있어서 전체의 55~65퍼센트가 무계획 임신에 의
한 입양으로 그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비율은 이전 시기보다 5~15퍼센트 
가량이 상승한 것이었다. 반면 빈곤에 의한 경우는 10~15퍼센트, 가정파탄・
이혼에 의한 경우가 10~20퍼센트로,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의 비율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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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로 세 경우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이는 전반적으로 무계획 임
신에 의한 입양 비율이 상승한 반면 그 이외의 빈곤, 가정파탄・이혼, 부모사
망의 합계는 25~40퍼센트로 이전의 합계인 48~53퍼센트에 비해 낮아진 것이
었다. 즉,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사유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무계획 임신
에 의한 사례가 더욱 확연해지는 양상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를 통해서는 이혼, 재혼, 유배우, 미혼의 다양한 혼인지
위의 친생모가 입양을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친생모 사례에 나타난 친생
모의 연령은 더욱 낮아져서 20  초반과 중반의 비율이 높아졌다. 사례 속의 
입양 자녀 연령은 1세에서 3세까지의 비율이 늘어났고, 입양시기에 있어서는 
더욱 앞당겨져서 출산 직후나 1세 미만의 아인 자녀를 입양하는 비율이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양자녀의 순위와 성별에 있어서는 첫째 자녀를 여
아와 남아의 성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입양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에
서 살펴본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를 통해서도 입양상담 친생모 통계와 유사하
게 친생모의 연령과 입양자녀의 연령이 낮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혼생모뿐 아니라 사별, 이혼, 재혼, 미혼 등 다양한 혼인지위의 친생모가 입
양을 선택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보호아동 통계와 친생모 통계, 해외-국내입양 통계의 상호 분석을 통하여 
당시에 기미아로 집계된 아동은 ① 실제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유기된 다음 
발견된 경우, ② 해외입양기관에 입양상담을 통해 맡겨진 경우, ③ 미아의 경
우에는 미아로 발견된 이후에 연고자(부모)를 찾아서 인도된 아동을 모두 포함
시킨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기아의 경우는 경찰청 기아 아동수
가 1982년 천백여 건에서 점차 감소하여, 1985년 4백여 건, 1987년 5백여 건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보사부 기아 아동수는 1982년 만천5백여 명에서 
1985년 만4천2백여 명으로, 1987년 만3천3백여 건으로 늘어나는 상반된 추이
를 보 다. 먼저, 기아에 한 통계가 기관에 따라 달리 집계된 것은 경찰청
이 집계한 실제 유기된 기아를 범주로 한 것이었던 반면, 보사부 기아는 경찰
청에서 집계한 ‘유기’ 기아와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상담 후 입양의뢰’ 된 아
동을 합하여 기아 아동수로 범주화 한 데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아와 해외입양상담, 친생모 증감 간의 상관관계는 1980년  중반부터 보다 
뚜렷해져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친생모수와 보사부 기아 아동수, 아시설 
입소아동수 그리고 해외・국내입양의 합계인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수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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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증감 추이를 보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1980년
 해외입양 급증이 미혼모에 의해 유기되는 아동이 증가한 결과 다는 설명과 

사회적 인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실제로는 유기된 것이 아니라 해외입양
기관을 찾아 입양을 의뢰했던 미혼과 기혼의 친생모의 아이들이 늘어난 결과
던 것이다. 당시 이들 해외입양 친생모들은 아이를 낳고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버린’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해외입양 친생모의 ‘비양육은 곧 유기’라는 인식이 친생모에 한 사회
적 인식은 물론 정부 관련 통계에도 반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친생모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여전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친생모가 선택할 수 있는 자녀의 보호・양육의 선택지
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 머무르면서 친생모들이 입양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다. 특히 정부의 해외입양 자율화 이후에 
해외입양기관들은 전국적으로 상담조직(아동상담소)을 확장해 경쟁적 입양 홍
보와 입양 권유, 출산기관(산부인과와 조산소)을 통한 입양아동 확보 경쟁을 통
해 친생모의 입양결정이 확 되는데 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정
책의 변화와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아동 확보 경쟁과 함께 해외입양 친생모 증가
의 직접적 동기로 작용한 것은 해외입양에 하여 친생모 스스로는 물론 주위
에서의 입양 권유, 더 나아가 입양필요에 한 불가피성의 강조와 합리화 추세
는 더욱 강화되어갔다. 이 시기 기혼과 미혼의 해외입양 친생모들은 당시 정부
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복지국가 건설의 구호 속에서도 실질적 양육 지원이나 
입양 외 선택지가 여전히 부재한 가운데 정부의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으로의 
선회와 사회적으로 더욱 확 된 해외입양에 한 선망이란 현실을 직면해야 했
다. 그 결과 해외입양 개방 이후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확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 던 정부의 기 와는 달리 친생모의 입양결정은 급증하 으며 결국 해
외입양은 역  최  규모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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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친생모 선택지의 분화와 해외입양 급감, 
1988년~1992년

 본 장에서는 1987년 8천명에 육박하던 해외입양이 5년 만인 1992년 2천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양상을 살펴본다. 이처럼 1970년  중후반 정부가 
추진한 해외입양 쿼터제와 입양특례법 제정 등 적극적 해외입양 감축정책으로
도 줄지 않았던 해외입양이 이 시기에 단기간에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에 
해 당시의 친생모를 둘러싼 한국사회 모성의 제도적 현실 변화와 해외입양 관
련 제도 변화에 따른 해외입양 친생모 선택의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1절에서는 88올림픽을 전후로 한국 해외입양에 한 국내외에서의 비
판 여론이 확 되면서 이후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이 ‘중단’으로 선회하는 과
정을 살필 것이다. 또한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 방향의 변화가 국내 아동보호
체계 및 요보호아동 발생 양상에는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 더 나아가 해외입
양 감소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절에서는 여성정책의 
제도화가 시작되던 이 시기에 여성운동이 확 되는 가운데 모권(母權)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모성(母性) 차별이 완화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모(母) 
지위 개선과 함께 나타난 친생모 지원정책의 확 ・도입된 양상, 양육미혼모 
지원사업의 도입에 따른 친생모의 입양 외의 선택지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미혼모의 모성에 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양육미혼모에 한 지원 
필요성이 두되는 등 기존의 미혼 상태의 임신에 해 해외입양을 당연시 여
겨져 오던 인식이 변화된 양상을 살핀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가 오랜 동안 
해외입양에 해 긍정적이고 이상적 측면에 주목해오면서 간과해 왔던 해외입
양의 다양한 측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양상을 살필 것이다. 4절에서는 해
외입양 친생모 통계 및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 요보호아동 통계, 해외・국내
입양 통계를 통해 해외입양 및 친생모 관련 제도와 사회적 인식・재현의 변화
가 해외입양 친생모 급감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 또 친생모의 입양결정 
변화가 요보호아동 발생 및 해외입양 양상의 변화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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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해외입양 중단으로의 정책선회와 아동보호체계 정비

 1. 해외입양 비판여론과 정책 선회

  (1) 해외입양 비판여론의 형성

 본 장에서 다룰 1988년부터 1992년 시기의 해외입양의 감소는 당시 한국 사
회에서 진행된 민주화라는 흐름에 향을 받았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의 과
정은 유신체제 이후의 한국 사회의 흐름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후 해외입양
과 관련된 일련의 여성, 아동, 복지 등의 역의 제도・정책적 흐름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주요한 변환점으로 민주화 운동의 시기와 
과정으로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로의 전환을 이끈 ‘6월 민주항쟁’의 과
정은 다음과 같다. 1980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 전두환 정부는 1985년 
2월 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전두환 통령의 정통성 
결여와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 다. 이후 1986년 2월 
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개헌 논의는 더욱 확 되었다. 이어 1987년 1월 14일 
서울 학교 재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 동 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1987년 2월 7일 “고(故) 박종철군 국민추
도회” 이후 3월 3일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평화 행진”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민주화와 통령 직선제 개헌(改憲) 논의가 활발해지자 통령 전두환은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4・13 
호헌(護憲) 조치’를 단행하 다. 호헌 선언 이후 종교계와 학교수, 해외 교
포와 유학생의 시국선언으로 호헌철폐투쟁이 확 되었다. 이후 6월 10일 “고
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 회(이하 6.10국민 회)”를 앞둔 6월 9일 
연세  시위 과정에서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다. 
다음날인 6월 10일에 잠실체육관에서는 여당이었던 민정당(民正黨, 민주정의
당) 제4차 전당 회 및 통령 후보 지명 회가 열렸고, 6.10국민 회는 호헌
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전국 22개 도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어진 
6월 민주항쟁은 6.26국민평화 행진의 최  규모 시위에 이어 27일과 28일에
도 계속되었다.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정권은 결국 6・29선언을 통해 노태우 
민정당 표위원이 “ 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통령 선거
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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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1987년 민주항쟁과 민정당(民正黨) 통령 후보 
지명 회에 한 기록 사진  

349)

 6・29선언 이후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합의를 통해 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개헌안이 마련되고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에 헌법이 공
포되었다. 이후 12월 통령선거에서 다수 국민의 기 를 저버리고 김 삼
과 김 중의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고 각각 출마하면서 노태우 후보가 통령
에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25일 제13  통령으로 취임하 다(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18: 34-39; 국가기록원 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참조).
 한편, 1988년 새로운 통령의 취임에 이어 88서울올림픽350)을 앞둔 시기에, 
해외의 언론을 통해 한국의 해외입양에 한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오
랜 동안 정부의 통제 속에 사실상 보도 금지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국 
언론은 한국이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서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둘 정도로 
발전을 했으면서도 정부의 은 한 장려 속에 매년 미국 가정으로만 6천 명가
량의 어린이가 입양되고 있다고 보도하 다351). 특히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1988년 4월 21일 기사를 통해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서 
올림픽 개최를 앞둔 한국이 아동수출(Babies for Export)을 계속하고 있다고 

349) 자료: (왼쪽) “명동성당 농성”(박용수 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38 재
인용), (오른쪽) “민정당 제4차 전당 회 및 통령 후보 지명 회”(정태원 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37 재인용)

350)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이었다.
351) 표적인 해외입양 외신 보도는 1988년 미국의 프로그래시브(Progressive, 

1988년 1월)와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 1988년 4월), 뉴스위크
(Newsweek, 1988년 6월), 그리고 국의 데일리 텔레그라프(Daily Telegraph)의 
보도가 1988년 표적인 한국 해외입양 보도 외신보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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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하 다. 기사에서 뉴욕타임즈는 미국 국무성 이민통계를 인용하며 1987년 
한해에 한국에서 5천7백42명이 미국가정에 입양되었으며, 1985년에는 그보다 
많은 6천백50명이 한국에서 미국가정으로 입양되었는데 이 수치는 미국으로 
입양된 국가간입양 아동의 59퍼센트에 달하는 비율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한
국의 해외입양에 해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시절에 시작되어서 30년이 지나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고층건물과 큰 공장을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해외입양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 한국정부가 국
내입양 우선 정책을 취하기는 하지만 국내입양이 어려워 해외입양기관에 의한 
해외입양을 은연중에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 다352). 뉴욕타임즈의 
해외입양 보도 직후인 1988년 4월 22일 한국의 경향신문에서는 이 기사를 인
용해 한 해 6천명이 넘는 한국 아동이 미국으로 입양되고 있다는 해외입양 비
판 기사를 보도하 다.

352) New York Times, “Babies for Export: And Now the Painful Questions” 
Susan Chira, April 21, 1988, 경향신문 1988. 4. 22 “한국유아 미 입양 연평균 
6천 명씩” 뉴욕타임즈는 한국을 고아수출 세계 1위국으로 지적하면서 ‘미혼모 등에 
의해 버려진 한국 아동들은 매년 6천 명씩 입양이란 형식으로 미국에 수출되며, 미
국에 입양되는 외국 아동 중 한국 아동이 약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데 한국 정부는 이런 관행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하
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에 의해 입양 의뢰되거나 친생부모에 
의해 유기된 한국의 아이들이 미국으로만 연간 6천명 이상 입양되고 있다.(Six 
thousand Korean children a year - given up for adoption by unwed 
mothers or abandoned by their parents - are adopted by American 
families alone.) 불법적 입양아동 거래에 의해 국가간입양이 늘어나는 다른 국가
들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해외입양 관련 각종 절차와 해외입양기관의 허가, 해외
입양아동을 공급하는 미혼모 보호시설을 관리한다.(Unlike other countries, 
where black markets for infants have sprung up, South Korea goes by 
the book. Indeed, the Government supports the idea of foreign adoptions 
and each step of the adoption process, licensing adoption agencies and 
the unwed mothers' homes that supply them with babies.) 이러한 한국의 
해외입양은 한국이 가난했고, 한국전쟁으로 온 도시와 가족이 피폐한 상황에서 시
작되었지만, 고층빌딩이 솟고 거 한 공장이 세워지고 올림픽이 개최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이다.(This flow of children 
overseas began when South Korea was a poor nation, its cities and 
families devastated by the Korean War. That it continues now, when 
South Korea boasts skyscrapers, giant factories and the 1988 Olympic 
Games, is prompting questions).(New York Times, “Babies for Export: And 
Now the Painful Questions” Susan Chira, April 21,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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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미국 언론사의 한국 해외입양에 한 
비판보도를 전하는 기사

353)

 한편 미국의 잡지, 뉴스위크(Newsweek) 1988년 6월 6일자 기사는 “유교전
통과 혈연의 존중이 뿌리 깊은 한국”에서 “ 다수의 한국인들은 사생아”를 입
양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아무도 원치 않는 어린이”의 3분의 2는 평
균 4,500달러(당시 환율 711원 기준 한화 320만원)의 입양 알선비를 받고 외
국의 입양가족에게 보내진다”고 한국 해외입양 양상을 보도하 다. 1980년  
중반까지 정부의 정보 통제와 비공개로 국내 언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던 
해외입양이 미국의 언론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도되면서 1988년부터 국내 주
요 언론에서 해외입양 보도와 비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어 국내의 여러 
매체에서도 외국 언론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해외입양 실태와 국내 해외
입양기관의 입양절차와 관행의 문제점을 비판하 다. 이처럼 서울올림픽이 개
최된 1988년 세계 각국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는 가운데,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아직도 해외입양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비판적 기사가 늘
어났다. 특히 외국 언론사는 물론 민주화 이후 정부의 언론통제가 약화되면서 
국내 언론에서도 해외입양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1988년 2월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이와 같은 해외입양에 한 국내외의 
비판이 확 되는 상황 속에 이러한 해외입양 규모 및 관행에 하여 문제의식
을 갖고 적극적 응을 시작하 다. 그러한 관점의 전환은 새로이 시작한 제6
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해외입양에 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
을 요구한 여론과 언론의 입장의 연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29>
의 1988년 10월의 언론 보도는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 변화로서 해외입양 종
결을 위한 책을 촉구하면서, 당시의 해외입양 관행을 지난 정부인 제5공화
국의 책임으로 구분하는 양상을 드러낸 것이다.

353) 자료: 경향신문 1988. 4. 22 “한국유아 미(美) 입양 연평균 6천 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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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해외입양에 한 우려와 비판여론의 확 를 
전하는 기사

354)

 1988년 10월 11일 한겨레는 “해외입양고아 5공 때만 5만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보사부 자료를 인용해 1980년부터 1987년
까지 5만5천8백49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보도하 다. 기사는 1958
년부터 30년간의 전체 해외입양 10만9천7백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아동이 
제5공화국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1984년부터 87년까지 4년간의 
해외입양 아동의 입양사유에 관한 통계로 사생아[미혼모의 자녀_연구자 첨]가 
2만7백44명(62퍼센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 5천2
백26명(15.7퍼센트), 장애아동이 4천6백50명(14퍼센트), 결손가정[모자가정, 
부자(父子)가정, 조손가정 등_연구자 첨]의 아동 2천7백68명(8.3퍼센트)으로 
조사된 보사부 자료를 인용・보도하 다. 
 이어서 1988년 10월 19일 한겨레는 “해외입양 종결 책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사부 및 산하단체 감사에서 이철용 의원(평민당)의 발언을 다
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해외입양 문제를 제5공화국의 권력적 비리로 지적하면
서 이에 한 개선을 요구하 다. 

그[이철용 의원, 평민당]는 홀트아동복지회 등 해외입양기관들이 사
회사업으로서의 도덕성을 잃고 인신매매 기관으로 타락했다. (…) 
해외입양 종결대책 및 국내입양 부양책, 기아 예방에 관한 대책을 
밝히라. (…) 제5공화국 때 권력의 핵심 세력을 사회 각 분야에 배
치하는 과정에서 국보위 자문위원출신을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으
로, 국보위 전문위원 출신을 회장으로, 청와  경호원 출신을 회장 

354) 자료: (위) 한겨레 1988. 10. 19 “해외입양 종결 책 촉구” (아래) 한겨레 1988. 
10. 11 “해외입양고아 5공 때만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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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관련 문서 및 내용 비고

1988년 초
외신과 국내언론의 한국 해외입양 및 정
부의 해외입양 정책 비판 보도

외신과 국내 언론

<표 97> 1988년부터 1989년 시기, 해외입양 비판 여론 형성과 정부 응 및 책 
현황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낙하산 식 인사를 자행, 홀트를 완전히 비
사회사업적인 기관으로 전락시켰다.(이하 생략) (한겨레 1988. 10. 
19 “해외입양 종결 책 촉구”).(강조는 연구자)

 이처럼 1988년 초반 국내외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한 해외입양 문제
는 1988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감춰져 있던 관련 통계
가 공개되고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해외입양 관련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 높아져갔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앞선 제5공화국에서의 해외입양 정책
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입장에 처하 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보다 구체
적으로 1988년부터 89년에 진행된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 변화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2)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 변화: ‘중단계획’의 발표

 1988년 초부터 시작된 국내외 언론의 한국 해외입양에 한 비판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림픽을 앞둔 6월 일련의 해외입양 개선책을 발표한다. 
다음의 <표 97>은 1988년 초 해외입양 비판 기사의 등장에서 1989년 9월에 
발표된 1995년까지 해외입양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까지 해외입양기관
에 내린 보사부의 관련 지침과 협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988년 직선제로 
선출되어 출범한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는 지난 제5공화국 시기에 급격히 증
가했던 해외입양에 해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이 증가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사부 차원의 일련의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기아 발생
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해 해외입양 절차상의 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해외입양을 추진했던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사업의 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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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6월 9일 「입양사업 개선지침」 발표 -

1988년 6월 10일 
해외입양 입양절차 개선 및 입양기관 간 
경쟁 억제에 관한 기관장 합의서 서명

해외입양기관에 정부가 
요구함

1988년 6월 16일 해외입양기관 개선계획의 보사부 제출
해외입양기관 기관장 명의

개선계획 제출

1988년 6월 30일
보사부 「88서울올림픽 행사협조」를 해외
입양기관에 발송

올림픽 기간 동안
해외입양 허가의 중단

1989년 3월 해외입양기관 정책감사 실시 -
1989년 9월 「입양사업 개선계획」 발표 1995년까지 해외입양 중단

 해외 및 국내 언론의 한국 해외입양에 관한 보도와 한국정부가 이러한 해외
입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1988년 6월 
9일 네 곳의 해외입양기관에 다음과 같은 「입양사업 개선지침」(보건사회부, 
아동 31432-007845호, 이하 1988입양지침)을 시달하면서 지침 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 다. 

입양사업 개선지침

1. 방침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은 불우아동에 한 가정보호 우선 원칙에 의
거 실시하여 왔으나 우리 아동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기본적 인식과 그간의 경제성장 및 88올림픽 개최국의 면모 등을 
감안 점차 국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늘이기 위하여 현행의 
입양사업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선방향
가.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사업 강화
나. 국내입양 활성화
다. 입양기관의 경쟁적 아동인수 풍토개선
라.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국가기록원 보존자료, 보건사회부 문서번호 아동 31432-007845호, 
『입양사업 개선지침』, 1988. 6. 9)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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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입양지침은 한국이 경제성장과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점차 국외입양(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늘려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으며, 개선방향 
가운데 주목할 것은 요보호아동 발생예방과 입양기관의 경쟁적 아동인수에 
한 개선방향이었다. 이는 입양지침 내의 두 항목은 당시의 해외입양에 한 
보사부가 인식한 해외입양이 늘어난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어떻게 인식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시 해외입양 비판 여론에 한 정부의 
공식적 인식과 응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을 위한 구체적 추진사항으로 “공단지역 근로자, 접객업소 여성, 학생 등에 

한 성윤리 교육 강화”, “아동애호 사상고취 홍보”, “저소득 가정 등 결손가
정아동에 한 지원확 로 아동유기 예방”의 실시를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네 곳의 해외입양기관에 곧바로 전달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담은 계
획서를 작성해 1주일 이내로 보사부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 다. 
 보사부가 해외입양기관에 요구한 계획서의 내용에는 ① 4  해외입양기관 정
기적인 성교육 계획(지부포함), ② 4  해외입양기관 합동으로 아동애호사상에 

한 잡지, TV 담 등 홍보계획, ③ 입양기관별 저소득 가정 등 결손가정에 
한 지원 사업을 확 하고 가정상담지도를 통하여 아동이 친부모 밑에서 자

랄 수 있도록 적극 유도, ④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우아동의 가정위
탁 보호사업을 확  실시하며, 저소득 가정아동 등 결손가정 아동에 한 위
탁보호사업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었다
(국가기록원 자료, 작성: 보건사회부, 문서번호 아동 31432-007845호, 『입양사
업 개선지침』, 1988. 6. 9 참조).
 보사부가 해외입양기관에 개선지침 계획서를 요구하면서 ‘경쟁적 아동인수풍
토 개선’과 관련해 개선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보사부가 
그동안 해외입양의 확 에 이러한 아동인수 과제에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시
정하는 것이 해외입양의 감축에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 된 것이다. 정
부는 이러한 해외입양 아동인수 방식의 개선을 위해 해외입양기관이 “병・의
원, 조산소, 미혼모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순회한 아동인수 금지”, “국외입
양사업에 한 중매체 홍보금지”와 관련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때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① 아동인수를 위한 입양기관의 
경쟁적 부정행위 등을 금지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
겠다는 입양기관장의 각서제출, ② 임직원에게 입양아동 인수에 한 자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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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③ 88년 6월 16일 이후 
위에 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양특례법 제15조355)에 의거 강력히 조
치할 것이라는 염두하고 해외입양기관별 세부적 실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
하 다(국가기록원 자료, 작성: 보건사회부, 문서번호 아동 31432-007845호, 
『입양사업 개선지침』, 1988. 6. 9 참조). 

 보사부의 1988입양지침이 네 곳의 해외입양기관에 전달된 다음날인 1988년 6
월 10일 각 기관 표 및 실무자는 회의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합의하고 1988
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을 합의하 다. 한편 이러한 합의 사항 이외의 각 기
관별 계획서를 6월 16일자로 보사부에 제출하 다. 

보건사회부 입양사업 개선지침에 따라 1988년 6월 10일 오후 4시 각 
기관 총장 및 실무자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 다.

A.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병・의원, 조산소, 미혼모 시설,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1. 아동인수를 위한 promotion 및 promotion 용품 제작 배포 금지
   (예: 방문행위, 분만보조금 지급, 시설운 비 보조, 스티카, 펜꽃이,
    타올, 팜프렛 등) 
 2. 아동인수를 위한 섭외활동 일체 중지(예: 식사초 , 축화환, 축의금품 등) 
 3. 입양기관의 찬조금 및 찬조물품 지원금지
 4. 기타 각종 향응 활동 금지(예: 단체관광, 단체해외여행 알선(3인 이상) 등)

B. 국내・외 입양 촉진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활동 금지
 단, 국내입양을 위한 중매체 홍보활동은 금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금지

C. 현재 입양수속중인 아동 중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한 양육
지원금은 입양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 가능하다.(이하 생략) (국가기
록원 보존자료, 보건사회보 아동 31432-8861).(강조는 연구자)

355) 1976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77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는 “보건사회부 장관은 입양알선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검색 결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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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입양기관 간의 합의를 통해 경쟁적 입양아동 인수를 자제할 것을 
약속할 정도로 1981년 해외입양 자율화 이후의 해외입양 양상은 각 기관별로 
입양아동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미혼모시설, 아동복지시설을 방문 및 섭외, 
찬조와 지원을 통한 입양아동을 각 기관별로 경쟁적으로 진행하는 관행이 형성
되어 있었다는 당시 언론과 사회적 비판이 실재하 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1988년 6월 9일, 각 기관에 내린 입양지침에 이어 서울올림픽과 관련
해 6월 30일에 「88서울올림픽 행사협조」(국가기록원 보존자료, 보건사회부 분
류기호: 아동 31432-8861)문서356)를 통해 올림픽 기간(9월 17일부터 10월 2일
까지) 동안의 해외입양 자제를 해외입양기관 네 곳에 요청하 다.  

1. 88서울올림픽 개최 기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
이 내방하게 되는 바, 아국의 불우아동 국외입양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릇된 내용이 국외에 알려질 경우 국가위신이 실
추될 우려가 있는 바

2. 우리부에서 88. 7. 31까지 국외입양 허가한 아동에 하여는 
88. 8. 10까지 출국 완료조치 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보
호자 1인에 아동1인씩 동 출국토록하고 4개입양기관이 같은 
기편으로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협조조치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88. 8. 1~88. 10. 30까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
랍니다. (보건사회부 분류기호: 아동 31432-8861, 88서울올림픽 
행사협조).(강조는 연구자)

 
 1988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입양사업 제도개선 기관장 회의」에 나타난 국회
의원 지적사항은 다음의 여섯 가지 다.

○ 국외입양에 비해 국내입양 실적이 저조: 국외비양비가 국내입양비보
다 월등히 많이 받기 때문에 국외입양에 치중하고 있음

○ 입양대상 아동 인수 시 병의원, 조산소, 동사무소 등에 사례금 또는 

356) 자료: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872941 생산년도: 1978 자료명: 입양사업지침 
1978-1988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392 -

분만비 등을 지급하여 사회복지기관이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인신매
매 기관으로 전락

○ 입양알선기관에서 수익금 발생 시 저소득층의 장학금, 심장병 치료
비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협찬 등 사회복지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막 한 부동산 취득에만 전념하고 있고, 엄청난 판공비 등으로 
낭비하고 있음

○ 미혼모의 아동을 입양기관이 인수할 때 입양요청 구비서류에 미혼모
의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누락되고 확인 없이 인수하므로 미혼
모의 아동이 아님에도 미혼모의 아이로 위장되어 입양되는 사례가 
있음

○ 입양아동에 관한 서류를 영구 보존치 않아서 성장아동 모국 방문이 
친부모를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음

○ 양부모로부터 사례비 조로 별로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는 적정한 입양자에 가능한 정당한 비용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

(국가기록원 보존자료, 보건사회부 분류기호: 아동 31432-114532, 
「입양사업 개선지시」 첨부 자료).(강조는 연구자)

 1989년 2월초 경향신문은 보사부가 해외입양기관에 한 전면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 다. 감사원과 합동으로 보사부가 시행할 감사에서는 이들 
해외입양기관의 수입, 지출, 사후관리 책 등을 중점 조사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감사는 매년 8천 명가량의 고아들이 해외입양 되는 과정에서 과열경쟁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시행되는 것이었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들 해
외입양기관은 해외입양의 경우 생후 6개월간의 양육비로 1인당 천4백50달러
를 입양비로 받는 이외에도 ‘항공료’, ‘상담액의 후원금’을 받아왔으며, 1989
년 1월 원화 절상[외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해 환율이 하락하
는 현사_연구자 첨]을 이유로 입양비를 천6백4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청한 상
황이었다(경향신문 1989. 2. 2 “해외입양기관 전면 감사”). 1989년 3월 한 달 
간 보사부는 해외입양기관에 한 정책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보사부는 
다음의 여덟 가지의 감사결과를 각 기관에 전달, 시정을 지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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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양기관 정책감사결과 요약
1. 국외입양에 대한 부정적 여론 대두 
 ｏ 국외입양 감축계획 및 감축인원의 국내보호 책 수립
 ｏ 해외입양기관의 통폐합 또는 국내입양 알선기관으로 전환 검토
2. 국외입양 대상아동 확보 경쟁에 따른 물의 야기
 ｏ 아동확보를 위한 과다경쟁 유발
   - 병・의원 등에서 출산한 사생아의 분만비 및 시설아동을 인수키 

위한 양육 보조비 등 지원 
 ｏ 지역별 아동상담소 난립 운영
   - 상담원 등 전문요원 미확보 상태로 상담소 및 연락사무소 난립설치
 ｏ 입양아동 확보를 위한 섭외품 제작 판공비 및 홍보비 등 과다 책정
3. 국외입양아동 호송 관련 이미지 손상
 ｏ 양부모가 직접 내한하여 호송토록 하는 방안 수립
   - 호송인 1인당 아동 2~3명 및 동일편기에 10~16명까지 집단호송
4. 국내입양의 소극적 추진
 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종합 책 수립
   - 27개 국내입양 지정기관 및 국내입양 전담기관 설치
   -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연계 실시
   - 국외입양수입의 일정비율을 국내입양 사업에 충당 유도
   - 국내입양 종사자에 한 인건비 등 지원 책 수립
   - 국민의식 개선 홍보 책 수립
   - 의료기관을 통한 비 입양 금지방안 강구
5.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대책 미흡
 ｏ 가족계획사업과 연계한 미혼모 발생 예방사업 전개
 ｏ 미혼모의 친권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을 확대 설치
 ｏ 사생아에 대한 부양책임을 사생아의 친부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 검토
6. 법인 수익사업 운용 불합리
 ｏ 입양수익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강구
 ｏ 국외입양 감축과 관련된 수익사업 개발방안 강구
 ｏ 입양알선 수수료의 적정여부 검토
7. 국내입양 아동 이중호적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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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입양 전 창씨호적을 입양 후에 제적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에 반
8. 임원 보수 및 정액 판공비 과다 책정
 ｏ 법인운  책임자의 보수 및 판공비를 적정수준으로 재조정

(국가기록원 보존자료, 보건사회부 분류기호: 아동 31420-88,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통보」 내 “해외입양기관 정책감사결과 요약(
89. 3. 6~3. 30)”).(강조는 연구자)

 정부 차원에서 해외입양을 전담한 해외입양기관을 강도 높게 감사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다시 해외입양기관에 시정을 명령한 위의 감사결과 요약문은 
1980년  후반 당시의 해외입양 과정과 해외입양기관의 해외입양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이를 파악하고 있던 정부가 어떤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았
는지를 잘 보여준다. 첫째, 정부는 전반적 국외입양(해외입양)에 한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입양 과정에서 상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상담소의 난립과 해외입양기관이 아동확보를 위해 홍보와 경쟁이 일어나
는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국내입양 확 를 통해 해외입양을 줄
일 수 있도록 국내입양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국민의식 개선을 추진하 다. 셋
째, 요보호아동 발생 양상에 하여 미혼모 발생 예방과 모자보호시설 확 , 
사생아에 한 부양책임을 친생부도 지도록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검토 중
이라고 하셨다.
 외신의 보도에 이어 국내 언론에서도 해외입양에 한 비판 기사가 늘어나면
서 국내 비판여론이 더욱 높아지자 정부는 1989년 9월 「입양사업 개선계획」
(이하 1989입양계획)을 발표한다. 올림픽 이후에도 해외입양에 한 국내외 
비판여론이 지속되자 보사부는 해외입양과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지양하며, 국
내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1996년부터 해외입양을 전면
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양사업 개선계획」을 발표한다. 이때 
국내입양 활성화는 국내입양위탁기관의 지정과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확  실
시 등 기존의 해외입양기관 중심으로 진행된 국내입양 사업에 비해 적극적 국
내 아동보호 의지를 담고 있었다(보건사회연구원, 1993: 160). 1980년 이후 
해외입양에 치중해 왔던 정책을 전환, 다시 국내입양 확 를 지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불우아동발생 예방사업으로 미혼모 사업 및 
저소득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사업을 세부지침으로 삼고 있는데, 이때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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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업은 미혼모 상담 및 성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미혼모 자립에 한 정책
적 배려는 고려되지 못했다357). 또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사업은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보다 중산층인 경우가 많았
으며, 탁아 상 아동 비율도 낮은 실정이었다358).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 미혼모 예방사업의 적극 추진
 ｏ 보건소, 가족계획요원 등 일선 보건요원을 활용하여 미혼모 상담 

및 선도
 ｏ 미혼모, 접객업소,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성교육 등 실시 강화
- 모자가정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강화
 ｏ 생계, 교육보호 등 지원수준의 향상
 ｏ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의지 제고(提高)
- 어린이 찾아주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
 ｏ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타 운영의 활성화
 ｏ 어린이 명찰 달아주기 등 홍보 및 계도(啓導)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탁아사업의 실시

357) 1980년  중후반까지 미혼모 상담사업은 입양사업과 관련된 민간 해외입양기관
이 실시한 입양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정책상 미혼모 관련 사업은 부녀복지사
업의 일환으로 미혼모 발생예방 도입 및 확 되기 시작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었다. 미혼모 발생 후에 이들을 보호하는 미혼모 보호시설 사업이 확 되었
지만 분만보호나 입양알선기관을 통한 분만비 보조나 출생아동(혼인 외의 출생자
녀)의 입양을 위주로한 것이어서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상담이나, 양육지원 사
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 시기에 변화하면서 미혼모와 기혼여
성에 한 양육지원이 도입되는 과정에 해서 본 장의 2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358) 1980년  후반 기혼여성노동자 증가에 따른 탁아시설 부족이 사회적 관심을 갖
게 되면서 정부는 새마을유아원을 통한 유아교육 중심의 유아 정책의 개정 필요
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1989년 9월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하여 탁아 
관련 규정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
가 지적되었는데, 우선 탁아소의 규모를 80평 이상으로 종사자 자격을 엄격히 규제
함으로써 당시 주요한 탁아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던 민간탁아소가 여전히 불법적 
기관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탁아 상을 극빈층에 국한시켜 실질적 
탁아 수요계층인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사실상 제외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통한 탁아규정의 제한적 허용을 넘어서 별도
의 탁아법 제정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원 희, 198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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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90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 탁아시설 설치운영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입양사업 개선계획」, 1989. 8).(강조는 
연구자)

 정부는 1970년  중반 실시하 다가 1980년 중단하 던 해외입양 감축을 위
한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
치 전망”을 통해 1995년까지 해외입양을 감축하여 1996년부터 해외입양을 전
면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하 다(한겨레 1990. 11. 29 “국내 고아 해외입양 
96년부터 전면 중단”; 한겨레 1990. 12. 6 “국내입양 활성화 서두를 때, 96년
부터 전면중단 해외입양 책”). 기사는 연간 10~20퍼센트씩 해외입양 아동수
를 감축, 1996년 이후엔 완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1990
년 12월 6일 여성단체협의회 주최 “국내입양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주제의 
세미나 내용을 인용하면서 장인협 교수(서울  사회복지학과)가 민간 차원에서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시점이며, 입양을 위한 법적 보장,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구체화, 미혼모 예방 책, 입양에 한 새로운 인식이 선행에 
한 제안을 보도하 다. 한편 기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부장 이지숙씨가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에 해 당시 입
양특례법상 입양 이후 1년이 경과해서 양부모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등 
법적 보장이 미흡한 점과 입양에 한 부정적 사회편견으로 입양가정의 90퍼
센트 이상이 입양사실을 비 로 하길 원하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운 예산
을 입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운 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운 상의 어려움이 국
내입양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화여자 학교 법학과 최
금숙 교수는 당시 민법에서는 성(姓)이 다른 아동의 입양이 가능한 ‘이성양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양자의 성의 변경에 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발표를 인용해 보도하 다.
 중단계획이 담겨있던 ‘1989입양계획’에는 1996년에는 혼혈아와 장애아 등을 
제외한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해외입양 종결을 위한 정
부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1970년  중후반에도 도입되어 실패했
던 해외입양 종결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무엇보다 구체적 세
부계획과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1989년 국내입양 활성화 책에는 입양 가정에 한 소득세 혜택을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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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 전환 및 
전면중단 계획에 한 기사

지만,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입양을 하고 정부의 해택을 받는 비율은 17퍼센트
에 불과했고, 입양 이후 입적에 있어서 (친자가 아닌) 양자로 입적하는 경우는 
0.2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은 
직접적 입양 증가의 효과를 기 하기 어려웠다(보건사회연구원, 1993: 174). 
한편 1976년 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령에서는 국내입양 가정의 입양 후 사후
지도를 아동상담원의 업무에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관련 구체적 법조항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국내입양의 부분이 비 로 이루어지고 또한 입양특례법
상 입양아동이 친자로 입적되는 상황에서 국내입양 아동의 복지를 확인할 방
법이 없었으며, 해외입양의 경우 한국 해외입양기관과 협약을 맺은 외국의 입
양기관에 의존하는 내용이 부분이어서 법규정의 실효성이 적다는 점도 정부
의 계획이 갖는 한계로 지적되었다(배태순, 1993; 전익준, 1984; 보건사회연
구원, 1993).

359)

 1991년 1월 한겨레의 보도 “국내입양 활성화 등 안 절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정부가 ‘1989입양계획’을 통한 해외입양 중단계획을 발표한 이
후, 표적 해외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노조가 주최한 「아동입양에 
한 진단」 세미나에 해 보도하 다. 기사는 세미나 발표자 이용교(한국청소
년연구원 주임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정부의 해외입양 종결방침이 어
린이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에 따른 

359) 자료: (위) 한겨레 1990. 12. 6 “국내입양 활성화 서두를 때, 96년부터 전면중단 
해외입양 책” (아래) 경향신문 1990. 3. 13 “고아수출 96년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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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요보호아동 12,800 12,100 11,500 11,000 10,500 10,000

배치

국외입양 4,100 3,700 3,100 2,600 2,100 1,700
국내입양 2,400 2,500 2,600 2,900 3,200 3,500
귀가 등 3,400 3,200 3,100 2,900 2,700 2,600

합계 9,900 9,400 8,800 8,400 8,000 7,800
기존시설 수용가능인원 2,900 1,500 1,500 1,800 1,800  1,800

추가시설 소요인원 - 1,200 1,200 800 700 400

<표 98> 요보호아동수와 해외입양 및 국내보호・배치 계획

것으로 계획된 1996년 해외입양 종결을 기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 다. 
특히 정부 계획에 따르면 해마다 줄여가서 1995년 천7백명을 해외입양하고 
그 1년 뒤인 1996년에 갑자기 전면 중단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 다. 또한 기사에서 발표자 이용교는 1970년과 78년 두 
차례 해외입양 종결방침을 발표했지만 몇 년 뒤 재개한 사례가 있어 불신은 
클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 해외입양 중단을 위해서는 입양능력이 없는 국내아
동보호소를 입양기관으로 지정만 하는 등의 소극적 국내입양 활성화 책이 
아닌 ‘국내입양 비용을 현실화해 입양기관들이 해외입양에 의존하지 않고 국
내입양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실질적인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책’을 마
련하는 등 적극적 책을 세워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360).

361)

 국내입양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내입양기관의 지정,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확  실시 등을 세부지침으로 하고 있었다.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확 실시는 
가정위탁 보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광주와 인천을 중심으로 추후 이
를 확  실시하여 가정위탁 보호를 통해 국내입양을 확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정부의 가정위탁사업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전제 조건은 지속적인 재원 확 가 관건이었다.

360) 한겨레 1991. 1. 26 “국내입양 활성화 등 안 절실”
361) 자료: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198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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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양 사업의 업무개선은 입양 상 아동의 선정 방법 및 호송 방법의 개선 
등의 세부지침을 규정하고 있었다. 입양 상 아동의 선정 방법은 과거에는 의
원, 조산소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출생아동에 해 해외입양기관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난 후 다시 시・군・구에 아동보호를 의뢰하여 조치하던 
것을 의료기관에서 시・군・구에 보호조치를 의뢰한 후 일시보호소에 수용하도
록 하 다. 이는 입양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과 해외입양기관과의 유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모든 기아・미아를 일단 국내에 있는 기관에 수용한 후 입양금지 
기간이 지난 이후 해외입양이 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입양아동 호송방법 
개선362)은 이전에 입양기관의 재량 아래 양부모를 신하여 일반여행객이 입양
아동을 호송했던 것을 양부모가 직접 입양아동을 동행하는 것으로 했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호송인당 2명 이내의 아동을 데려가도록 규정하 다.

 2. 아동보호체계의 정비와 해외입양의 급감

  (1) 아동보호체계의 재편

 이 시기에 해외입양의 감소는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해외입양을 줄이고 중
단하는 데 많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차원에
서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여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거나 혹은 해외로 
입양되던 양상을 국내입양과 국내 위탁가정보호 확 로 체하는 정책 추진으
로 이어졌다. 다음의 <그림 131>은 국내 위탁가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위탁가정제도는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가정
의 자녀를 일정 기간 민간 차원에서 돌보고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
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요보호 발생의 감소를 기 할 수 있는 제도 다. 또

362) 입양아동 호송방법 개선은 그동안 입양알선기관들이 일반여행객을 통해 아동을 
호송케 함으로써 입양항공료에서 얻는 부당한 수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입양아
동의 호송을 맡은 사람은 비행기 값의 3분의2 가량을 지원 받으며, 입양알선기관은 
외국 입양부모로부터 받은 왕복항공표의 반 이상을 수입으로 얻었다. 1989년 보건
사회부 감사 자료에 의하면 입양기관들(한국사회봉사회 제외 3개 입양기관)이 1986
년부터 88년까지 3년 동안 입양호송비에서 추가로 얻은 수익이 약 75억 원에 이르
렀다(원 희, 198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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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아시설 육아시설

아
시설

아
시설 
재원 
아동 

아
시설 
입소

아
시설 
퇴소

재소 
아동 

비 
입소  
비율

육아
시설

육아
시설 
재원 
아동 

육아
시설 
입소

육아
시설 
퇴소

재소 
아동 

비 
입소 
비율

1988 36 2,796 8,435 8,753 301.7 224 21,702 3,369 3,700 15.5

1989 38 2,682 7,015 7,129 261.6 224 20,969 2,659 3,452 12.7

1990 38 2,388 5,705 5,999 238.9 223 20,147 2,226 3,048 11.0

1991 38 2,326 3,840 3,902 165.1 221 19,007 1,729 2,869 9.1

1992 38 2,240 4,514 4,600 201.5 219 18,046 1,890 2,851 10.5

평균 38 2,486 5,902 6,077 233.8 222 19,974 2,375 3,184 11.8

<표 99> 아시설 및 육아시설 재원아동 및 입퇴소 추이 (1988년~1992년)

<그림 131> 위탁가정 보호와 국내입양 확  모색에 
한 기사  

한 국내입양을 확 하여 해외입양이 아닌 국내에서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아동복지계, 해외입양기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 다. 

363)

364)

363) (위) 한겨레 1989. 5. 18 “국내입양 알선기관 첫 가동” (아래) 경향신문 1989. 
1. 24 “생활고 가정 아기 신 키워주자”

364)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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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아시설 시설수 및 입소, 재원 
아동수 추이 (1988년~1992년)

<그림 133> 해외입양기관과 관련 제도 변화 
필요에 한 기사

365)

366)

 1989년 1월 30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사회복지회 내부의 해외입양사업 
관행을 비판한 한사회복지회 노조의 유인물에 따르면 “각 입양기관은 친권
포기 아동이나 시설아동을 서로 많이 확보, 입양 희사금이 국내입양보다 몇 
배나 더 많은 해외입양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아동선정에 혈안이 되어있다”
고 주장하 으며, 또한 “3년 전 3만원이던 미혼모의 분만비 보조가 10만~15
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의사에게 부탁, 더 많은 어린이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
한 경쟁의 결과”라며 “입양기관에서 임시보호소에 수용된 아동을 경쟁적으로 
선정, 미아가 해외입양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으로 네 곳의 
입양기관은 “요보호아동 선정과정에서 경쟁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병・의원, 조산소 및 기타 시설 등의 불필요한 방문과 지원행위를 금한다”는 
등의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 다(경향신문 1989. 1. 30 “매년 8천
명…고아수출 세계1위”).

365) 자료: <표 99>와 동일함.
366) 자료: (위) 한겨레 1990. 12. 20 “해외입양기관 변신 몸살” (아래) 한겨레 1991. 

1. 26 “국내입양 활성화 등 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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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연도

해외입양 국내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수

1988 6,463 2,324 8,787
1989 4,191 1,872 6,063

감축계획 
실시

해외입양 
감축 계획 해외입양 국내입양 

확  계획 국내입양 입양특례법 
입양 계획

입양특례법
입양 합계

1990 4,100 2,962 2,400 1,647 6,500 4,609
1991 3,700 2,197 2,500 1,241 6,200 3,438
1992 3,100 2,045 2,600 1,190 5,700 3,235
1993 2,600 2,290 2,900 1,154 5,500 3,444
1994 2,100 2,262 3,200 1,207 5,300 3,469
1995 1,700 2,180 3,500 1,025 5,200 3,205
1996 532 2,080 3,830 1,229 4,362 3,309

<표 101> 해외입양 및 국내입양 추이와 감축계획발표 이후 입양 추이 
(1988년~1996년)

해외입양
・친생모

연도

전체
해외
입양

해외입양기관별 해외입양 및 친생모 입양상담
홀트아동
복지회

동방사회
복지회

한사회
복지회

해외입양 친생모
입양상담 해외입양 친생모

입양상담 해외입양

1988 6,463 2,749 3,848 1,816 1,492 1,299 
1989 4,191 1,881 2,615 1,382 1,188 663 
1990 2,962 1,344 2,016 987 978 363 
1991 2,197 927 1,538 786 884 273 
1992 2,045 988 1,601 824 930 271 
평균 3,572 1,578 2,324 1,159 1,094 574 

<표 100> 해외입양기관별 입양상담 및 친생모 입양상담 감소 추이

  (2) 해외입양상담 아동의 급감

367)

368)

367) 자료: ① 전체 해외입양: 재외동포재단, 2006. ②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
회, 2005; 노상학, 1996. ③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2003. ④ 한사회
복지회: 한사회복지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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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해외입양 및 국내입양 감축계획과 실제 입양 
추이 (1990년~1996년)

369)

 위 <그림 134>와 같이 정부의 해외입양 감축 계획과 달리 실제 해외입양은 
199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 지만, 1993년부터 오히려 완만한 증가세가 
나타나는 등 계획한 감소 추세를 달성하지 못하고 1991년 이후 2천백 명에서 
2천2백 명 선에서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지속
적으로 늘어났어야 할 국내입양 확  계획은 계획 발표 이듬해인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0년의 2천4백명 목표치에 천6백47명으로 7백50여명의 
차이가 있었고, 이후 확  계획과 실제 국내입양 실적과의 격차는 계속 늘어 
1995년 2천4백75명(목표치 3천5백명, 실제입양 천25명).370)

368) 비고 ① 1996년 해외입양 계획치는 장애아동과 혼혈아동 제외 전면 중단 계획에 
따라 1986년부터 1991년 9월 30일까지 해외입양 내 장애아동비율인 31.3퍼센트를 
1995년 1,700명에 적용하여 산정하 음. 비고 ② 1996년 국내입양 계획치는 1994
년과 1995년 간 증가율 9.4퍼센트를 1995년 3,500명에 적용하여 산정하 음. 자
료: ① 해외입양 및 국내입양 계획: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1989: 13 ② 실재 해
외입양 및 국내입양: 재외동포재단, 2006: 617.

369) 자료: <표 101>과 동일함.
370) 1989년 정부가 발표한 1996년까지의 장애아동을 제외한 해외입양 아동의 전면 

중단 정책은 중단을 한 해 앞둔 1995년 정부의 발표로 폐지된다. 당시의 해외입양 
중단 정책의 폐지 이유는 2015년에는 자연적 감소 추세로 중단이 될 것이므로 그
에 해 추가적 중단 정책을 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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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모성 차별의 완화와 친생모

 1. 모권(母權) 관련 제도의 개선

  (1) 가족법 개정에 따른 모(母) 지위의 개선

   ① 가족법 개정운동과 3차 가족법 개정

 1980년  중반 본격화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이하 여성연합회)
의 개정운동과 청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제12  국회의 마지막 회기 던 
1987년 제137회 정기국회에서 여성계가 바라던 가족법 개정은 개정안의 본회 
상정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12  국회의 임기만료
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144-145). 국회의원 61
명의 제안서명을 받고서도 성과를 얻지 못한 여성연합회는 13  국회에서 “가
족법 개정투쟁은 13  국회가 최후의 고지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당시 여성연합회의 이태  회장은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월간지 
「가정상담」 1988년 3월호에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발표하 다.

가족법 개정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 보통사람의 민주화 시대를 
여는 가장 우선적인 정치 일정은 국민의 반 이상이 아직도 억압받
고 차별받는 악법, 즉 가족법을 개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
니다. (…)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시점에 이
르렀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동지들이 소속 국회의원들과 고위 
각료,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에 가족법 개정의 시급성에 대한 진정
서 공세를 재개해야 하고, 특히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선거공약으
로 가족법 개정에 대한 다짐을 받는 일에 착수해야 하겠습니다. 둘
째는 소속 국회의원과 행정부로부터 진정서에 대한 회답을 받아내
는 일에 총집중해야 합니다.(이하 생략)(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146).(강조는 연구자)

 여성연합회는 1988년 11월 7일 가족법 개정안을 여성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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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1980년  후반 여성단체의 가족법 개정에 한 기사 

기존의 개정안을 수정하여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하 다. 개정안과 함께 여성연
합회 표단(이태 , 이정숙, 김재희, 신선, 유춘자, 강창숙, 차명희, 김효선)은 
11월 9일 국회를 방문, 가족법 개정 찬성자 5만천6백30명이 서명한 서명용지
를 첨부한 청원서를 제출하 다. 1988년 제13  국회에 제출된 가족법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주제도의 개정’, ‘친족법위의 조정’, ‘동성
동본불혼제도의 개정’,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약혼해제 사유의 
개정’, ‘부부동거 장소 규정의 개정’, ‘부부공동생활 비용을 부부공동 분담함’,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이혼과 자녀의 양육문제에 한 개정’, 
‘입양제도의 개선’, ‘부모의 친권규정의 개선’, ‘재산상속제도의 합리화’ 다(한
국가정법률상담소, 2009:149-152).

371)

 이 가운데 입양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했던 부모의 친권 관련 규정 개선에 있
어서는 ‘미성년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따르나 부모의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도록 한 것을 부모 평등하게 하 고, 혼인 외의 자에 해
서는 생모와 생부가 친권자를 정하되 생부를 친권자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모도 친권자가 되게’ 하 다. 또한 ‘이혼한 어머니는 어떠한 경우에도 친권
자가 될 수 없게 되어 잇는 현행 규정을 고쳐 협의에 의해 친권자를 정하게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해 주도록 고쳤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를 

371) 자료: (왼쪽) 동아일보 1988. 10. 5 “가족법 개정 최우선 과제로” (오른쪽) 한겨
레 1989. 10. 27 “가족법 개정 ‘한 목소리’” 사진 설명: 가족법 개정을 요구하며 
여성단체 회원 4백여 명이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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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친권자도 될 수 있게’ 하 다. 
 한편 이혼과 자녀의 양육 관련 규정 개정은 이혼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안 될 때는 아
버지에게 양육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결
정하도록 하 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자녀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되 만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
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
록 변경하 다. 
 다음으로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와 관련된 규정은 “본처와 첩 소생의 자
녀, 계모와 전처(前妻) 소생자녀”를 당연히 친자관계로 인정하여 모든 권리・
의무에 있어서 친자식처럼 부과하던 것을 ‘당사자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 다. 또한 민법 상 입양제도와 관련된 규정에서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미성년인 자녀를 양자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도록 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함부로 입양시키지 못하게 하 다. 또한 아내의 
동의 없이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양자를 들이거나 양자로 갈 수 있게 되어 있
는 것을 반드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게 하 다. 그리고 입양된 양
자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성과 본을 가지게 되어 있던 것
을 양자는 양부나 양모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하 다. 아울러 ‘호주상속을 
위한 사후양자제도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의 입양금지 조항・서양자제도・유
언양자제도를 폐지하여 남계 혈통의 ’가(家)‘를 위한 전근 적 양자제도를 모
두 폐지’하 다372).

 1988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 했던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해를 넘긴 가족법은 1989년 1월 12일 다시 국회의원 전원에게 가족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여성연합회 회원단체 중심의 가족법 개정운동을 재야 

372) 이혼 후의 재산권과 관련해 기혼생모에게 불리한 조항이었던 재산분할청구권이 
포함되었는데,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이전에는 결혼 후 함께 벌어 모
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명의에 따라 소유권이 귀속될 뿐,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3차 가족법 개정에서는 이혼할 때에는 배우자는 결혼생활 후 서로 
노력하여 함께 벌어 모은 재산에 해서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기여도에 따라 재
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 다. 만일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에는 법원에서 정하도록 하 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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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과의 연 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9년 2월 14일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회의실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의전화・민가협・전국 여교
역자회・ 한YWCA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참석한 여성단체장 회의를 가졌다. 
1989년 10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 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와 공동으로 ‘가족법 개정 여성 회’를 주최함으로써 가족법 개정 여론조성에 
힘을 더했다373). 가족법 개정 여성 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가족법 개정운동은 곧 전 여성이 쟁취해야 할 권리임을 천명하고, 가족법 개
정운동의 주체는 지식인 중심에서 여성노동자・여성농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여성 중으로, 방법에 있어서는 호소와 청원에서 권리쟁취의 차원으로 발전
시킬 것을 명시했다. 또 가족법 개정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데 인식을 같
이하고 가정・사회의 민주화를 원하는 남성과의 굳은 연계로 보수적・비민주
적 개정반  세력에 맞서 나갈 것임을 확인하 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155-157). 
 1989년 가을 정기국회 회기 내 가족법 개정안 통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
데 국회 법사위는 ‘가족법 개정안 참고인 진술모임’을 공청회 형식으로 개최

373) 1989년 10월 27일 한겨레는 「가족법 개정 촉구를 위한 여성 회」를 다음과 같
이 보도하 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이열희)
가 공동주최하여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백인회관 강당’을 가득 메
운 4백여 명의 여성들은 ‘30여 년간 계속 미뤄져 온 가족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는 꼭 통과시키자’고 다짐하 는데,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조화
순 목사는 친권생사는 부모가 동등하게, 친족범위는 남녀가 똑같게, 이혼이 재산분
할 청구권을 인정, 서자(庶子)입적은 아내의 동의를 얻으며, 불합리한 호주제도는 
폐지하고, 동성동본불혼 제도를 고치며, 재산상속은 남녀차별 없게 하기 위해 가족
법이 개정 필요를 주장했다. 오랜 여성계의 숙원인 가족법 개정은 1973년 ‘범여성 
가족법 개정 촉진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1984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의 발족과 함께 서명운동, 국회 로비, 홍보・여론작업을 통해 1989년 2
월 제145회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고 소개하 다. 이날 여
성 회 참석자들은 가족법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남녀평등에 어긋나는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위해 전체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가정과 사회의 민주화를 원하
는 남성들과 함께 개정 작업을 쟁취할 것을 다짐하고 “여자가 행복해야 남자도 행
복하다”, “남녀차별 미화하는 가족법을 개정하자”, “봉건적인 호주제도 여성차별 
나라망신”, “함께 낳고 기른 자식 친권행사 동등하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가족
법 개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 풍선을 날렸다
(한겨레, 1989. 10. 27 “가족법 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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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날 모임에는 국회 법사위원, 김 중 평민당 총재, 김 정 정무 제2
장관 등과 여성연합회 회장단,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단, 이효재 교수 등 30
여명의 여성계 인사와 유림 등 관계자 50여명만이 방청권 제한으로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온 김주수 교수와 가정법률상담소 김숙자 부소장은 호주
제・동성동본불혼제의 비실효성・비과학성을 지적하면서 개정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 다. 한편 반  측에서는 이완희 성균관 유도회 사무총장과 임동철 성
균관  유학과 교수가 ‘전래의 미풍양속’, ‘씨를 우선한다’ 등의 반 론을 표
명하 다. 법사위는 네 시간에 걸친 참고인 진술모임에서 나온 문제를 토 로 
가족법을 심의하기로 한 뒤 6일 만인 1989년 12월 1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
의소위원회는 “직계비속 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상속인의 법위를 4촌 이
내 방계혈족으로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가족법 개정안-수정
안’을 의결했다. 나흘 뒤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기존의 호주제도는 존치
시키되 호주상속제를 호주승계제도로 하고 남녀불평등 조항을 폭 삭제”, 
“동성동본의 불혼 조항은 그 로 존치”시킨 소위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1989년 12월 19일 정기국회 제147차 본회의에서 ‘민법 중 친족상속편 개정
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한 법사위 가족법소위원장 조승형 의원은 안의 주안
점을 “현행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리하는 데 두었다”고 밝히면서 본회
의 전에 열린 법사위 심의에서 유림 측은 ‘명분’을, 여성계측은 ‘실리’를 얻는 
분위기 다고 덧붙이자 이어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의 여부를 묻고 가족법 개
정안 통과를 선포하 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162).
 이로써 가족법 개정안은 1989년 12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0년 1월 
13일에 공포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의 가족법이 여성의 
열악한 지위와 비민주적 가족제도를 반 한 부분이 많았던 반면, 1989년 3차 
개정에서는 해방이후 지속되어 온 여성단체와 법학계의 공동 개정운동의 결실
로 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해 당시의 한봉희 한국가족법학회 회
장은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가족법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1989년 말 개정된 
가족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작년(1989년, 연구자 추가) 연말에 현행 가족법이 폭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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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내년(1991년, 연구자 추가) 1월 1일부터 실시되게 되었
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가족법은 1958년에 제정이 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서 금년이 만 3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런 때를 맞이하여 현행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977년에 
일부 개정이 되었으나 그것이 미진하여 계속해서 가족법 개정
의 운동이 전개되어 작년 연말에 이 개정을 보게 된 것입니
다. 가족법 개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도 2차 대전 이후에 가족규범의 재정비라는 의미에서 세
계 각국에서, 구미 선진국으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가
족법의 민주화 ‧ 양성평등이념에 입각한 가족법의 구현 등 표
어를 내걸고 오늘에까지 이루어져왔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어
서의 가족법 개정도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뿐 아니라 세계 
가족법 추세로 볼 때도 당연한 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한
봉희374), 1990).(강조는 연구자)
 

 주요 변화 내용으로는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이외375)) 제정 가족법 당시부
터 거론된 문제 항목들이 부분 개정되었다. 주요한 개정 내용은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공동친권 규정, 이혼 후 또는 혼인외(婚姻外)의 자(子)가 인지(認知)
된 경우 그 자(子)의 양육에 관한 규정, 호주승계제도(제778조), 친족관계범위
의 조정(제777조),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제773조와 제774조의 
폐지), 면접교섭권(제837조 2항), 부부의 동거 장소의 부부협의, 재산분할청구
제도(제839조 2항),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제도(제1008조  2항)가 변경 등이었
다(한국여성개발원 ‧ 한국가족법학회 1990; 정무장관 제2실 1995, 160). 

374) 자료: 한봉희 1990. “인사말”. 『개정가족법과 한국사회』.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
가족법학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375) 가족법 3차 개정 이후 남겨진 과제로는 호주승계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한 가족관
계를 규정하는 것, 특히 자녀의 성(姓)은 아버지의 성뿐 아니라 어머니의 성도 따
를 수 있도록 하는 것, 호주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호적법을 개정하는 것, 동성동
본 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 완전양자제도(현행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자법을 개정하여 가계를 잇기 위한 입양에서 아동을 위한 입양으로 
바꾸는 것 등이 남아있었다(정무장관 제2실, 1995: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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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족법 개정에 따른 모(母)의 지위 변화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친생모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련된 주목할 네 가지 개
정은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공동친권 규정, 이혼 후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 그 자(子)의 양육에 관한 규정, 호주승계제도,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다. ① 미성년자인 자에 한 부모공동친권 규정은 이
전에는 친권행사 원칙이 부권우선주의 다면, 개정 후에는 부모의 친권에 복
종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부부평등을 규정하 다. ② 부모공동친권 규정은 
이혼한 부모나 혼인외자의 부모간의 친권에도 적용되는 원칙으로 (부권 우선
이 아닌) 부모 간 협의 하에 친권을 행사376)하도록 하 다. 따라서 만약 당사
자의 협의 및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 다. ③ 종래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가
부장제적 요소를 약화시켰다. 이성양자의 호주승계 넷째, 계모자관계와 적모서
자관계의 폐지하 다(정무장관 제2실 1995, 160).
 1989년 개정되어 1991년부터 시행된 가족법에 의해 실질적인 가족법 모순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해소되었다. 혼인법에 있어서는 혼인은 혼인취소에 관한 
부분이 개정되었으며, 이혼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재산분할청
구권이 신설되었다. 이전까지 이혼은 과실이 있는 배우자에 하여 재산상, 
정신상 피해로 인한 피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할 뿐 혼인 중 협력재산에 한 

376) 성불변의 원칙은 1961년 민법 개정으로 입양은 가능하나 호주권 상속이 불가한 
것으로 변화하 으며, 성불변의 원칙은 그에 따른 모순이 컸음에도 민법 개정 자체
는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2005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친양자제도(민법 제908조
의 2부터 제908조의 8까지. 이 조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로 체되었다. 
친양자제도란 양자가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
을 뿐 아니라,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된다. 한편,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
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이를 서구에서는 ‘완전양자(perfect adoption)’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친양자는 완전양자의 우리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친양자제도의 도
입으로 인하여 양자와 친생자 사이의 법적 차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
년 1월 1일부터 친양자제도가 시행되면서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일반양자(종래 민법
상의 양자제도)와 친양자로 이원화되었다. 두 가지 양자제도는 성립요건과 효과면
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당사자는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들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김주수・김상용, 2006: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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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가족법 개정에 따른 미혼모의 
친권 변화에 한 기사

분할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이혼한 배우자(특히 
여성배우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개정법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
은 다른 일방에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다.

377)

 1991년 7월 신문 한겨레의 「가족법 상담실」 지면에는 35세의 미혼모가 다음
과 같이 상담을 의뢰한 기사가 실렸다. 기고의 내용은 “7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3년 전에 결혼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아이에게 호적이 없어 지난해 아버지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입적을 거부했던 것과 달리 아이 아버지는 ‘내 자식이니 데리고 가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며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전 아이를 그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데, 과연 생모로서 친권 행사가 가능한지 또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라
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기사에서 질문에 해 가정법률상담소 상담
사는 답변으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조정신청을 내 보십시오. 개정 전의 
가족법에서는 혼인 외의 자식이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면 아버지와 더불어 
호적상 적모가 친권을 행사하므로 사실상 생모에게는 친권이 없었습니다. 그
러나 개정 가족법에는 혼인 외의 자로 인지된 경우 아버지와 생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게 했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자를 정하게 했습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덧붙여 상담사는 이럴 경우
에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친 도, 자녀의 나이, 아버지와 생모의 경제력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친권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가 아이를 길러왔으므로 
친권자로 지정받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친권 지정을 받은 뒤 아이 아버
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사례와 관련된 법적 

377) 자료: 한겨레 1991. 7. 28 “미혼어머니도 친권행사 가능”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412 -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378).
 친권과 관련해서는 3차 가족법은 친권자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자를 위한 부
모 공동친권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전까지는 부(父)가 우선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3차 가족법은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
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과
거와는 달리 친권에 있어서 부권(父權)적 요소를 배제하 다(한국보건사회연구
원, 1991: 96-97). 이전까지 가족법은 이혼친권에 있어서는 부모 공동친권을 
수용하 지만, 혼인 외의 자에 한 조항에서는 ‘부’의 우선권이 유지되고 있
었다. 가족법 개정으로 부(父)가 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지
만,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① 부의 가에 입적한다. ② 부의 가에 
입적이 안 될 경우 모의 가에 입적한다. ③ 모의 가에 입적할 수 없을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라고 입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가의 입적을 우선시하고 
있었다379). 이전까지 부는 혼인 외의 자에 하여 모에 우선하여 자신의 가에 
입적시켜 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도 있었으며, 모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친
권자임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1991년부터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
의로 친권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380).
 1989년 가족법 개정으로 폐지되지 못한 동성동본 금혼규정과 호주제도(상속
에서 승계로의 변경)가 존속되면서 가족법은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가족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남겼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동성동본 금혼에 
한 강연회 및 피해자 사례발표회」에서 동성동본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법적 부

378) 한겨레 1991. 7. 28 “미혼어머니도 친권행사 가능”
379) 1990년 개정 가족법 909조. 혼인 외의 출생자에 하여 부가 친권을 행사하고 

부가 없을 시에는 (적)모가, (적)모가 없을 경우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부모가 이
혼하거나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 혼인 중
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조항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을 경우 가정법
원이 이를 정한다.’로 개정되었다.

380) 그러나 인지 이후의 친권을 모가 갖는 경우보다 생모가 부양을 하더라도 자신의 
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동거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친권자가 될 수도 없었
다. 그러나 혼인 외의 자를 둔 생모는 자녀에 생부에게 인지를 청구할 경우 친권을 
모가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인지가 없을 경우 양육
비 등 생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인지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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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아니어서 호주인 형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서 입적하 다는 사례가 소
개되었다. 또한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17년 간 사실혼 관계로 
아들까지 낳았지만 버림받고서 어떤 구제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하 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90년 초반,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피해자 신고센터를 열
고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가 모두 3백40여
건, 연령별로는 20 ~30  초반에 이르는 남녀가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교제 중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들어간 경우가 각각 절반 정도 다. 
법원은 1978년과 1988년 2차에 걸쳐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각각 4천
5백77쌍, 7천4백58쌍의 피해부부를 구제하 다. 그처럼 한시적 법적용까지 동
원해 예외적 인정을 해줄 바에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존속시키는 이유가 무
엇인지 물었다. 한편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불합리성 때문에 계속 완화되다가 
80년 전에 폐지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소개하
다. 세계적 추세는 8촌 이내의 근친혼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1991. 9. 2 “우린 정말 부부 아닌가요”). 
 가족법은 1989년 12월 19일 개정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인 호주상속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지속되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에서는 가족법 개정의 핵심이었던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
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호주제도는 2005년 3월 2일에 호주제 폐지를 골자
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루어졌고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되고, 친부 확인을 위해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에 하여 6개월 간 재혼을 금지한 조항도 폐지되었다. 동시에 친양자제
도가 도입되면서 부모 협의 하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기까지
는 아직 16년의 시간이 필요했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참조).

  (2) 가족계획사업의 약화와 연령별・혼인지위별 재생산권 격차

   ① 가족계획사업의 전환: ‘산아제한’에서 ‘모자보건 향상’으로

 1989년 한가족계획협회는 그동안 산아제한 중심의 사업을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다. 이러한 변환
의 분기점은 1988년 11월 경제기획원의 “신인구추계(新人口追計) 발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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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모자보건 강화로의 가족계획사업 방향 전환에 
한 기사

이는 1988년까지는 인구증가억제, 인구의 양적측면(量的側面) 홍보 위주 다
면, 1989년부터는 인구의 자질(資質)과 삶의 질 향상 측면으로 사업을 보강・
전환하기 시작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218). 가족계획사업의 방향전환
에 해 경제기획원 김일현 인구통계과장은 1986년에 자연인구증가율이 1퍼
센트 이하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2020년부터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는 인구추계가 나온 점을 볼 때 “가족계획사업이 이 로 진행된다면 2020년 
남한의 인구는 5천만 명에서 정지하며, 북한의 인구와 합치면 한반도 인구는 
8천만 명이 된다. 인구와 경제규모만을 따진다면 8천만 인구는 이상적”이며, 
앞으로는 “인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가족
계획사업 방향을 설명하 다(동아일보 1988. 12. 19 “인구정책 삶의 질 향상
에 주력”). 또한 한가족계획협회는 1989년 가족계획사업 내용으로 “모자보
건을 중심으로 한 보건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으
로 정하 다. 구체적으로 임산부 교육, 모성 및 유아진료 등 모자보건사업
과 근로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교재 개발, 청소년 성상담 전화 운  등 청소년 
성교육에 주력할 방침임을 발표하 다(동아일보 1989. 1. 18 “모자보건사업 
등 주력 한가족계획협회 사업”). 

381)

 1982년 이래 출산율 및 인구증가 억제 정책이 성과를 거둔 이후 인구정책심
의위원회를 관장하던 경제기획원은 그간의 피임 및 출산 형태가 유지될 것을 
예상하며 1989년부터 가족계획 예산을 삭감하 다382). 이러한 삭감에 하여 

381) 자료: (위) 경향신문 1991. 1. 9 “산아제한서 ”모자보건“ 중심 이동” (아래) 동아
일보 1988. 12. 19 “인구정책 삶의 질 향상에 주력”

382) 보건복지부의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
다가 1994년 2월 경 서상목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초기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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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여성 피임법 남성 피임법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

(월평균)
난관수술 월경조절 정관수술

콘돔
(월평균)

1988 251,898 29,627 165,851 150,109 70,849 137,825
1989 235,933 29,426 115,622 70,192 66,217 143,982
1990 186,707 22,004 68,082 - 45,398 102,565
1991 149,514 6,517 36,610 - 31,846 90,319
1992 145,514 5,685 27,216 - 33,111 100,239
평균 193,913 18,652 82,676 110,151 49,484 114,986

<표 102> 정부 가족계획사업 내 피임방법별 추이 (1988년~1992년)

보사부는 1980년  중반 이후 75퍼센트를 넘어선 피임실천율이 감소할 우려
가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로 모성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합계출산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피
임 관련 예산 삭감의 공백을 의료보험과 민간차원 상업망을 통한 자비(自費) 
피임실천을 유도로 피임공급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료보험을 통
한 피임시술 보급 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1988년 천8백75명이었던 불임수술은 
1989년에는 천3백28명으로 급감하 다. 그 결과 1993년 불임수술 보급 실적
은 1988년 비 17.7퍼센트, 자궁내장치 시술은 33.2퍼센트에 불과하 다(인
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115). 아래 <표 102>와 <그림 138>은 1988
년부터 1992년 사이 정부가 시행한 가족계획사업 실적을 보여준다. 

383)

다. 이때 보건사회부 장관은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인구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 참석
하여 한국, 싱가포르, 중국, 홍콩, 만 등 국가들이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고 있으
며, 점차 기존의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정책 차원보다 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 성
교육, 인공임신중절 등 생식보건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구학적 목표나 가족계획을 목표로 여성의 보건과 권
리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후 서상목 장
관은 귀국 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조속한 폐지와 인구정책 전환을 추진을 지시하
고, 1995년 초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정책수단의 심의하는 인구정책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 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117-118).

383) 비고: 월경조절술 1990년부터 92년 자료는 해당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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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정부 가족계획사업 내 피임방법별 
추이 (1988년~1992년)

384)

 <그림 138>을 통해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가족계획사업으로서 피임 및 불
임시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기별로는 1990년
과 91년에 감소하는 폭이 컸으며, 피임방법 별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던 자궁내장치의 월평균 시술수가 1988년 25만 백여 건에서 1992년 14만5천
여 건으로 감소하고, 난관수술의 경우도 1988년 16만5천여 건에서 1992년 2
만7천여 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 다. 한편 여성피임법의 일종이자 일종의 

체적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정부가 활용했던 월경조절술의 경우 1988년 15만
여 건, 1989년 7만여 건으로 감소하 다385). 여성 피임방법으로 가장 낮은 비
율을 차지했던 먹는 피임약도 1988년 월평균 2만9천여 건에서 1992년 5천6

자료: ① 1988-8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17-118 “연도별 정부가족계회사업 
실적”; ② 1990-92년: 정무장관(제2)실, 1995:76 “정부가족계획사업 연도별 실적”

384) 자료: <표 103>과 동일함.
385) 월경조절술의 1990년 이후의 시술통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단순 통계 누락이라

기보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더 이상 월경조절술시행을 직접 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1988년 12월 15일 동아일보에는 정부에서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 초기 인공임신중절의 하나인 월경조절술을 마치 피임의 한 방법인 것처럼 
포함시켜 목표량까지 책정해서 시행하면서 임신중절의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
판한 장병숙(전주시 예수병원 의사, 새생명 사랑회)씨의 기고문을 싣고 있다. 기고
문에서 장병숙은 월경조절술은 량출혈, 하복통, 요통, 월경이상, 자궁외 임신, 자
연유산 및 습관성유산, 불임, 자궁천공, 자궁감염으로 인한 자궁내막염 등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월경조절술을 폐지하고 인공임신중절의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요
청하 다(동아일보 1988. 12. 15 “인공임신중절 모성건강 해쳐, 정부권장 MR방법 
폐지하라”). 1990년 이후의 월경조절술에 해서는 추후 자료와 기록을 확인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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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우 부인 연령별
피임실천율 1985 1988 1991 1994

15-24세 35.8 44.4 45.7 40.6

25-29세 60.8 65.4 61.4 60.1

30-34세 84.2 86.7 84.4 81.3

35-39세 87.2 89.6 93.7 89.6

40-44세 69.6 81.6 87.2 87.4

전체 70.4 77.1 79.4 77.4

<표 103>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 추이 (1985, 1988, 1991, 1994년)

백여 건으로 감소폭이 컸다. 즉 정부의 직접적 가족계획사업 중 여성을 상
으로 한 사업은 이전에 비해 그 감소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386)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급격히 상승하던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은 1988
년부터 1991년 시기에는 정부 주도적 가족계획사업이 약화되면서 완만한 증가
세로 전환되었다. 이때 피임실천율의 감소에는 연령 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여전히 피임실천율의 증가 추세를 보인 연령 는 35~39세, 40~44세, 15~24세

으며, 반면 25~29세, 30~35세 연령 에서는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평균으로는 증가추세가 완만해지면서 피임실천율이 1988년 77.1퍼센트에
서 1991년 79.4퍼센트로 2.3퍼센트 증가하 다. 연령별로 볼 때 15~24세와 
25~29세까지의 피임실천율은 다른 연령 와 전체 평균이 80퍼센트를 넘어선 

<그림 139> 유배우 부인 연령별 피임실천율 추이 
(1985, 1988, 91, 94년)

386)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418 -

데 비해 각각 40퍼센트와 60퍼센트로 상 적으로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 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40~44세만이 0.2퍼센트의 
증가를 보 을 뿐, 나머지 모든 연령 에서 피임실천율이 감소하면서 전체 평
균이 79.4퍼센트에서 77.4퍼센트로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
으로 이 시기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 양상은 연령별로 편차가 컸으며, 특히 
30  이하의 피임실천율은 일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30  이상
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 다. 25세 미만(15~24세)의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
천율은 1991년 45.7퍼센트를 정점으로 다시 낮아져, 25세 미만의 유배우 부인
의 경우에도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과반이 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② 피임과 임신중절 양상의 변화

 이어서는 피임과 함께 출산에 중요한 향을 주게 되는 임신중절 양상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주도 피임시술의 감소 이후 점차 피임에 한 책
임은 개인(의료보험 또는 자비부담)에게 맡겨지게 되었고, 의료보험에 의한 사
업은 정부의 기 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결국 개별 참여결정과 비용부담에 
의한 피임이 점차 중요해져가게 된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115). 이러한 가족계획사업의 변화 가운데 해외입양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
은 정부 주도적 가족계획사업의 급격한 감소 이후의 피임과 인공임신중절 양
상에 어떠한 향을 주었을지, 그리고 기혼여성뿐 아니라 미혼여성에게 끼친 

향은 어떠하 을지 여부이다. 
 1988년 3월 10일 경향신문은 정부 주도적 가족계획사업의 추진과 함께 콘돔 
등 관련 의료용구와 피임약 보급에서 당사자와 자비부담을 확 하기 위해 그
때까지 약국에서만 허용되던 판매를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 다
(경향신문 1988. 3. 10 “약국 판매 피임약 등 슈퍼마킷서도 취급”).
 1991년 3월 30일 경향신문에는 “피임실패 임신중절 줄이기 주력”이라는 기
사를 통해 한가족계획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가족계획사업 결과 분석에서 
모자보건과 올바른 피임지식 보급의 필요성을 전하 다. 기사는 한가족계획
협회 조사 결과 15세부터 45세까지의 가임여성 중 52퍼센트가 임신중절 경험
이 있으며, 임신중절 가운데 49.1퍼센트가 잘못된 피임방법에 의한 피임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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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 가족계획사업 후반 시기의 
인공유산 상황에 한 우려를 전하는 기사

임신이어서 올바른 피임지식의 보급이 시급하며, 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해 모
자보건과 청소년 성교육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하 다. 한편 임신부는 임
신기간 동안의 산전관리에 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청소년과 20  미혼여
성들의 임신중절수술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다면서 가족계획협회는 혼전성관계
로 인한 임신으로 약 40만 명의 미혼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을 하고 있으며, 매
년 약 만 명의 미혼모와 기아가 각각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과 미혼남녀에 
한 혼전성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도하 다. 가족계획협회는 모자보건시책 
강화와 함께 청소년 성교육 사업을 위해 성교육 교재개발, 전문가양성, 상담
교육강화 등을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경향신문 1991. 3. 30 “피임실패 
임신중절 줄이기 주력”). 

387)

 1990년 5월 22일 경향신문 “인간화 시  <18> 급증하는 인공유산”이란 기
사에서 인공유산(이하 임신중절)의 급증 속에 미혼 여성 비율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 시내의 산부인과 의사의 임신중절 시술 상황을 전하며 
“임신 5개월이 돼서야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를 들어선” 여고생의 인
공유산 시술을 받았으며, 여중생의 임신중절도 시술을 했다고 전하면서 “20  
중반 이하의 미혼여성들이 하루걸러 한명씩이에요. 한 달이면 평균 30명이 인
공유산을 위해 찾아오는데 절반이 기혼, 나머지 절반이 미혼입니다. 갈수록 
임신중절 상자가 연소화(年少化)하는 추세입니다”라고 임신중절 추세를 설
명하 다. 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1978년 이후 25세 이
상의 기혼여성은 임신중절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25세 이하 

387) 자료: (위) 동아일보 1989. 7. 12 “인공유산 급증, 한해 120만명 넘어” (아래) 동
아일보 1990. 6. 18 “낙태 한해 120만…신생아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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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추정 건수 출생감소 추정수

인공임신
중절

출생
출생 100당 

인공임신중절
출생 방지수

출생 
방지비율(%)

1963 139,000 1,264,000 11.0 72,280 5.7
1968 268,000 1,489,000 18.0 139,360 9.4
1973 390,000 951,000 41.0 202,800 21.3
1978 631,000 742,000 85.0 328,120 44.2
1985 528,000 714,000 73.9 274,560 38.5
1988 424,000 686,000 61.8 220,480 32.1

<표 104> 연도별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출생방지 추정 

여성들의 임신중절율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산부인과 의학계 
추정에 따르면 최소 백만 건에서 백20만 건의 인공유산이 시술되고 있을 것
으로 추정되며 그 반수를 20 여성(기혼・미혼)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여성
의 비율은 갈수록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한 이처럼 임신
중절이 만연하게 된 원인을 인구조절 정책이 피임에 의한 산아제한만으로 달
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중절을 묵인 혹은 방조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
면서, 가족계획 초기에는 단산(斷産)을 원하는 30  기혼여성의 임신중절이 
많았지만, 점차 구 피임술로서 불임시술이 확 되고 피임실천율이 높아진 
1970년  중후반부터는 30  기혼여성의 임신중절은 급격히 감소하 다고 설
명한다. 하지만 전체 임신중절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은 바로 미혼여성
들의 임신중절이 기혼여성의 감소를 체하여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기사는 강조한다. 그러면서 기사는 “과거에는 인구조절”, 가족계획, 산아제한
을 위한 기혼여성 상으로서 활용되었던 임신중절이 점차 “미혼모 방지”를 
위한 필요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388).

389)

 위 <표 104>는 1963년부터 1988년 사이의 임신중절(추정) 및 출생 건수, 출
생방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주목할 지점은 출생 비 임신중절 비율(출생 100
당 임신중절 비율)은 1963년 임신중절 비 출생비가 11  100이었다면, 

388) 경향신문 1990. 5. 22 “인간화 시  <18> 급증하는 인공유산”
3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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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미혼여성 임신중절 비율 증가와 
임신중절의 연소화에 한 기사

1973년에는 41  100으로 임신중절의 절 수와 출생 비 비율이 증가하
다. 이후 1978년에는 임신중절이 63만천 건으로 당해 출생 74만2천명의 출생 

비 85  100의 비율로 가장 높은 임신중절 건수와 비율을 보 다. 이후 
1985년과 88년에도 이러한 출생 비 임신중절 비율은 73.9  100과 61.8 

 100으로 감소 추세가 나타났으나 임신중절 절 수는 52만8천 건과 42만4
천 건에 달하 다. 

3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0년 5월 국내 중소도시 한 곳의 서른두 곳의 임신중
절시술기관에서 수술 받은 6천4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을 받
은 여성 가운데 미혼여성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중 25세 이하의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4.7퍼센트, 미혼여성시술자의 50.5퍼센트는 첫 수술이었으며, 
두 번째인 미혼여성시술자가 29.3퍼센트, 세 번째가 13퍼센트, 네 번째가 6.3퍼
센트 으며, 전체 임신중절 시술여성의 50퍼센트가 2회 이상 시술을 받은 것으
로 한편 중절수술을 받은 여성의 6.8퍼센트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391). 
 1980년  후반, 점차 인구증가억제 필요가 약화되면서 이전에 임신중절 합법
화를 추진하기도 했던 정부는 점차 산아제한 목적의 임신중절 확 를 고려하

390) 자료: (위) 경향신문 1991. 7. 2 “임신중절 3분의 1이 미혼” (아래) 경향신문 
1990. 5. 22 “인간화 시  <18> 급증하는 인공유산”

391) 경향신문 1991. 7. 2 “임신중절 3분의 1이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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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 속에 임신중절 내 미혼여성 비율의 확 와 10
 비율 증가하는 추세가 진행되자 종교계를 중심으로 다시 임신중절에 한 

반  움직임이 두(경향신문 1988. 5. 12 “가톨릭 인공유산 불임수술 비판담
화”; 동아일보 1988. 5. 4 “생명존엄성 손상 없는 가족계획 책 세워야”)되기 
시작하 다. 이는 정부의 가족계획과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시기에 실질적인 
여성 재생산권과 피임에 한 인식 개선 신 다시 순결과 낙태반  담론이 
등장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이 시기에 강화된 종교계
의 임신중절에 한 비판과 낙태반  운동의 확  과정이다.

   ③ 종교계의 낙태/임신중절 반대 운동의 확대

 1980년  초반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이하 중

절 합법화)에 하여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가톨릭계는 1988년 5월 8일 어버

이날을 기해 “인공유산과 불임수술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여 다시 합법화에 

한 반  입장을 명확히 하 다. 

 인공유산과 불임수술에 한 가톨릭 주교회의 입장을 담은 담화문은 “한국주

교회의가 지난 15년 동안 인공유산의 죄악과 불임수술의 오도 등에 해 십

여 차례나 정부에 해 교회의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부의 산아제한 시책은 여

전히 많은 태아들을 계속 살해케 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민을 불임수술로 이끌

어가고 있다”고 비판하 다. 담화문은 “가장 근원적인 인권은 생명에 한 권

리”라는 교회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인공유산의 죄악성”과 “불임수술 등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인구정책이 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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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천주교 주교회의의 낙태반 운동 확 에 
한 기사

392)

 담화문을 작성한 가톨릭 주교회 의장 김남주 주교(수원 교구장)는 “정치적 
인권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생명에 한 인권”이라고 강조하면
서, 모체 안에 있는 태아는 잉태된 순간부터 생명을 지닌 개별적 사람이므로 
그 태아를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전통적인 가톨릭교회
의 입장을 밝히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태아의 생명은 구 누구보다
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하 다. 또한 “정부가 인구조절문제로 
부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연법에 맞는 방법이나 자원개발, 이민정책 
등 건정한 방법으로 인구조절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하 다393)(동아일보 
1988. 5. 4 “생명존엄성 손상 없는 가족계획 책 세워야”; 동아일보 1988. 5. 
12 “카톨릭 인공유산 불임수술 비판담화”).
 1992년 7월 가톨릭계는 “낙태허용법 입법 폐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392) 자료: (맨 위) 한겨레 1992. 7. 12 “가톨릭, 낙태반 운동 본격 나서” (중간 문구
와 사진) 경향신문 1988. 5. 12 “가톨릭 인공유산 불임수술 비판담화” 사진 설명 : 
정부가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에서는 불임수술을 반 하
는 담화문을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맨 아래 좌측) 동아일보 1988. 5. 4 “생명
존엄성 손상 없는 가족계획 책 세워야”

393) 가톨릭주교회의 입장표명에 해 개신교계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내 
가족계획담당기구인 한국기독교봉사회에서는 “인공유산은 기본적으로 반 하고 있
지만, 기구와 약물을 쓰는 피임은 인정한다”고 밝혔고, 한국가족계획협회에서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보급상 어려움
이 많다”(동아일보 1988. 5. 12 “카톨릭 인공유산 불임수술 비판담화”)고 입장을 
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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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낙태반 운동을 종교적 원칙론에 입각한 반 운동과 달리 낙태를 예
방할 현실적 안을 모색하면서 미혼모 수용시설 확 를 촉구하 다. 가톨릭 
측은 1992년 4월 법무부의 낙태관련 형법개정안의 입법 예고된 이후 정부 등
에 입법추진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반 운동을 추진
한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주교회의)는 낙태허용조항 반 운동과 함께 육아부
담을 정부와 사회단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탁아소 증설과 미혼모 
수용시설 확 를 촉구하 다. 또한 피임법에 한 무지나 오해, 왜곡된 성지
식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교회에서 소극적으로 진행한 성교육을 보다 적극적
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한겨레 1992. 7. 12 “가톨릭, 낙태반 운동 본격 
나서”).
 동아일보는 1991년 10월 1일에 “낙태와 가족계획”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실
었다. 기고문을 쓴 가톨릭 학교 산부인과 의사 맹광호는 피임에 한 방법이 
제 로 보급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
며, 이러한 임신의 증가로 인공임신중절이 확 되고 있다면서, 당시의 단산을 
목적으로 하는 붙임수술 중심의 가족계획사업의 변화를 촉구하 다. 기고문은 
가족계획사업이 1961년 이후 30년 간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 홍보를 통하
여 어느 나라보다 높은 피임실천율을 달성하게 되었고, 인구증가 억제가 성과
를 거두었지만, 인구증가를 억제한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출산 
억제는 피임 실천보다는 임신중절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와 같은 설명의 근거로 인공유산에 한 출생방지 기여도 지표를 통해 볼 
때 매년 출생하는 아이들 수에 비해 적어도 두 배나 되는 태아가 임신중절수
술로 유산되는 상황을 지적하 다. 이러한 높은 임신중절에 의한 출생방지는 
부부들의 피임실천율이 80퍼센트를 넘어선 상황에 세계적으로도 비교 불가할 
만큼의 많은 인공유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피임 방법이 제 로 보
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위 원치 않는 임신의 빈도가 높고, 이 경우 부분 
임신중절을 수술로 이어진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고문은 장
차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임신시기와 자녀터울 조절을 목적으로 일시
적인 피임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점차 단산위주의 붙임 수술로만 인구증가를 억제해 온 가족계획정책 변화
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고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1990년 를 
맞이하면서 정부의 1980년 까지의 가족계획사업이 산아억제 중심적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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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기 시작했지만,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은 기혼여성에게도 충분히 숙지되
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10 와 20  미혼여성에 한 임신과 피임, 임신
중절 등에 관한 성교육의 부족 또한 기혼여성에 비해 불충분한 상황이었기 때
문에 미혼여성의 피임에 한 지식 부족, 피임실패, 인공임신중절이 줄어들지 
못했다. 이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에 한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의 재생산 권
리에 한 전반적 인식의 확산이나 재생산권을 뒷받침할 지식과 실천에 한 
확 로 연결되지 못하고 주로 단산목적의 불임수술 중심의 산아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온 흐름과 관련이 있었다.
 그럼에도 가족계획사업을 포함해 재생산 관련 선택(임신, 피임, 인공임신중
절)에서 (미혼여성에 비해) 상 적으로 많은 실질적 선택기회를 가졌던 기혼여
성들은 1990년  전후에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의 후퇴기에도 비교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즉, 기혼여성에 비록 피임에 한 적절한 인식과 실질적 
실천이 충분하지 못하 을 경우에 임신을 한 경우 임신중절에 한 접근은 어
렵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혼여성 특히 20  중반 이하(25세 이하)의 
가임여성들은 피임, 임신중절, 임신의 선택에 있어서 충분한 지식과 자원을 
가지지 못하 으며, 여전히 미혼여성의 성(性) 관계 및 임신에 한 사회적 금
기가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 적으로 피임과 임신중절, 임신의 어느 선
택에 있어서 재생산권에 한 인식과 사회적 수용이 기혼여성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가족계획사업이 점차 정부와 민간단체 주도의 정
책사업 성격이 약화되면서, 기존의 다양한 정책적 개입과 홍보, 지원이 줄어
들면서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해 이루어지던 피임과 불임수술 등 재생산 행위가 
점차 개별 당사자의 선택과 자율적 책임의 역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피임과 불임수술, 월경조절술 등에 한 정부의 개입과 홍보, 지원
이 줄어들자 이미 재생산권의 기회와 선택의 권한을 어느 정도 확보한 기혼여
성의 출산 및 피임의 양상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상 적으로 가족계획사업 
시기에 비해 미혼여성에 한 교육과 홍보의 공백은 더욱 더 확 되었고, 실
질적으로 미혼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관한 교육에 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
할이 더욱 축소되어 갔다.
 그 결과 주요한 재생산 권리의 주요한 통계 지표로서 임신중절 관련 통계에
서 기혼여성의 임신중절은 그 수가 유지 및 감소하는 안정화 추세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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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혼여성의 피임실패와 원하지 않은 임신에 따른 임신중절 비율은 지속
적으로 높아져갔다. 이처럼 불임시술을 중심으로 기혼여성 상의 산아제한에 
집중되어 온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 에 접어들면서 정책적 방향을 모자보건
의 강화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기혼여성 중심의 한계가 지속되었고 사
업방식과 재생산권 인식,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상 적 격차, 사회적으로 미
혼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에 한 인식의 부족 등이 연결되면서 임신중절 수술
의 증가와 저연령화, 미혼여성 비율의 증가가 나타났다. 

  (3) 모성보호 인식의 증가와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① 탁아공백의 확대와 모성보호 요구의 증가

 제5공화국 시기 교육개혁 과제로 적극 추진된 유아교육진흥법은 1980년  
학령 전 아동교육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포되었다. 유아교
육법은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을 함께 관장하는 것이었으나 법의 조항 내용은 

부분 새마을유아원 관련 조항이었다. 탁아의 관점에서 새마을유아원은 거의 
부분의 유아원이 4세에서 6세 유아를 상으로 ‘교육’을 하는 반일제(半日

制) 유아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 다. 운 시간이 1일 4~5시간을 원칙으로 3
세 미만 아동을 위한 시설이 일부 있었으나 맞벌이 가정의 아동지원 서비스로
서 탁아기능은 담당하지 못하 다(주 희, 1989; 한국아동학회, 2004: 281). 
결국 유아교육법은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이원화시켰으며 새마을유아원
을 교육기관으로 유도함으로써 탁아시설이 수행한 보호기능 확 에는 거의 기
여하지 못하 다. 또한 저소득층의 아동과 취업모 가정의 자녀에 한 욕구를 
반 할 정책은 없었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한국아동학회, 2004: 281).
 새마을유아원은 양적 확 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는 시설수가 부족하 다. 한편 설립취지가 맞벌이부부 자녀를 보호하고 저소
득층 자녀를 교육하는 역할을 병행하고 있었으나 실제 운 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로 운 되면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탁아수요를 
충족시켜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이성진, 1993: 15).
 저소득층과 중산층 취업모가 겪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해 연구한 박숙자
(1990)에 따르면 중산층 취업모는 출산 이후 1~2개월 간 산후휴가 후 친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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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아동 (천명) 비율(%)

전체 0세~5세 아동수 4,119 100.0

취업모의 0세~5세 아동수 1,510 전체 0세~5세 
비 36.7

지역별 
취업모 아동 

유형

저소득층 지역 106
취업모 

아동 비

7.0
사업체 및 공단지역 117 7.7

일반지역 1,287 85.2
탁아 상 아동수

(탁아시설 필요 아동) 820 취업모 
아동 비 54.3

지역별 
탁아 상 

아동

저소득층 지역 87
탁아 상 

아동 비

10.6
사업체 및 공단지역 90 11.0

일반지역 643 78.4

<표 105> 1988년 탁아 상 아동 추계

니나 외할머니에게 양육을 부탁하거나 파출부 또는 가정부에게 월 12~2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부분이었던 반면, 저소
득층 취업모의 경우는 출산 직후에 휴직이나 무직상태로 있거나 집에서 부업
을 하면서 직접 자녀양육을 하는 형태가 출산 후 2~3년 동안 계속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지역 취업모를 상으로 한 한국여성개발원 보고서(1988)에 
의하면 취업모가 일하는 동안 아동은 18.6퍼센트가 개별탁아를, 15.8퍼센트가 
탁아시설을 이용하 으며, 8.1퍼센트는 취업모 작업장에 준방치, 43.9퍼센트가 
집에서 준방치, 그리고 13.6퍼센트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기혼 여성들 역시 가사와 육아는 물론 농사일까지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성진, 1993: 19). 아래 <표 105>는 1988년 전국의 
탁아 상 아동을 전체 0세~5세 아동 및 취업모의 동 연령  아동수 비하여 
지역별, 계층별 탁아필요 아동수를 추정한 것이다. 
 1988년 경제기획원 인구추계에 따르면 0세~5세 아동수는 4백십만여 명에 달
하 으며, 그중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취학전 0세~5세 아동수는 백5십만여 
명이었다. 이들 중 새마을유아원과 직장탁아소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수는 2십
만 명으로 전체 취업모의 자녀 비율은 13.3퍼센트에 불과하 다. 한편 백5십
만여 명의 취업모의 0세~5세 아동 가운데 54.3퍼센트는 집안 식구에 의한 양
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탁아시설이 필요한 아동으로 추정되었다(한국여성개
발원, 1990: 77).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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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여성단체의 ‘모성보호의 해’ 선언과 탁아입법에 
한 요구에 관한 기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와 탁아를 필요로 하는 아동수를 1990년 전후 
82만명으로 추산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성균관  사회과학연구소, -). 
경제기획원 집계 1988년 여성경제활동인구는 6백89만 천 명으로 15세 이상 
여성 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45퍼센트 다. 이 가운데 기혼경제활동 여성
은 5백16만8천2백50명이며 그 가운데 0세~6세 자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20세~34세의 기혼취업 여성수는 2백82만천 명으로 이들이 1명의 자녀만 갖고 
있다고 해도 1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 다. 이들 어린이를 종일 돌봐줄 
수 있는 탁아소는 빈민지역탁아소 2백여 개(5천여 명)와 시립탁아원(백40여개, 
4천6백여 명) 정도밖에 없었다(한겨레 1990. 3. 17 “돌봐줄 손길 기다리는 어
린이 1백만 명”).

395)

 한편 1990년을 전후해 여성들의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법적・제도적 측
면에서의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는데, 주요 의제는 ‘탁아관련 
입법추진’, ‘가족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증  방
안 모색’, ‘지방자치제실시에 비한 정치참여 방안 마련’ 등이었다. 그 가운
데 1990년을 「모성보호의 해」로 정한 여성단체는 1990년 초부터 탁아입법 및 
여성의 평생 노동권 확보를 주장하 다. 같은 해 3월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
이 출입문이 잠긴 지하셋방에서 어린 남매가 화재로 숨지는 등 탁아시설 부족 

394)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1990.
395) 자료: (왼쪽 위) 경향신문 1990. 3. 12 “여성해방은 모성보호로부터” (왼쪽 아래) 

동아일보 1990. 12. 25 “‘90 결산, 여성계 「모성보호의 해」… 권익증진 다각모색” 
(오른쪽) 경향신문 1991. 5. 20 “탁아문제, 취업 주부들 가장 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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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크게 사회적 문제로 주목을 받으면서 1989년 9월에 부활시킨 아동복
지법 시행령 내 탁아조항으로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탁아수요에 부응하기 어렵
다는 여론이 확 되었다(동아일보 1990. 12. 25 “1990 결산, 여성계 「모성보호
의 해」… 권익증진 다각모색”).
 1960년 와 70년 까지 노동시장의 여성취업활동인구는 연소 미혼여성이 주
종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80년  중반부터 노동시장의 여성취업구조396)는 미
혼 연소 여성노동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그 자리는 기혼여성으로 체되었다. 
이러한 여성취업 인력구조의 변화는 인간 발달 단계로서 학령전 아동기의 중
요성에 한 강조와 맞물리면서 우리사회에 탁아문제를 두시켰다(김정자, 
1993: 43). 특히 도시 저소득 세지역의 가정은 기혼여성이 어떤 형태로든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즉 빈곤의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취업과 유급
노동을 기준으로 도시 세지역 기혼여성의 92.3퍼센트가 어떤 형태로든 일하
고 있었으며, 그 중 47.2퍼센트는 비공식부문397)에서 일하고 있었다(한국여성
개발원, 1988; 김정자, 1993: 44 재인용).

   ② 지역사회탁아소 설립과 민간탁아운동의 확대

 전두환 정부에 의해 추진된 유아교육진흥계획은 5세 기준 취원율을 1980년 
7.5퍼센트에서 1986년 57퍼센트로 증가시킴으로써 유아교육의 양적 확 에는 
크게 기여하 다. 유치원 교육은 공립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의 확충을 통해 
상류층 자녀를 위한 교육이라는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 농어촌이나 도시 저
소득층 자녀들도 다닐 수 있는 중교육으로 변화하 다. 또한 기존의 탁아소 
성격의 새마을유아원에서도 조기교육 내지 유아교육을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함

396)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 따르면 14~19세 연령층 여성의 취업률은 
1980년 14.5퍼센트에서 85년 6.2퍼센트, 90년 4.8퍼센트로 감소한 반면, 30~39세 
연령층 여성의 취업률은 80년 17.7퍼센트, 85년 22.6퍼센트, 90년 23.8퍼센트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정자, 1993: 43 재인용).

397) 세지역 여성과 빈곤계층 기혼여성의 (비공식 부문 포함) 높은 취업률은 1980
년  나타난 공식부문 노동시장 인력의 기혼여성으로의 체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이들은 가장 긴급한 탁아요구를 가진 집단이었다(김정자, 
199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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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유치원 보육(탁아)시설

시설 종류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보육시설

상 아동
만 3 ~ 6세 미만 

중상류층 일반 아동
0 ~ 6세 미만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
관계법령 교육법 유아보육법
관할부처 교육부 보건사회부

보육・교육
시간

반일제(3시간 기준)
종일제 권장

종일제(12시간 기준)
연중무휴

보육・교육
일수

연간 180일 이상 연중무휴(국경일 및 공휴일 제외)

<표 106> 유치원과 보육시설 체제 비교

으로써 탁아소에 한 부정적 선입견 해소에 기여한 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전두환 정부에 의해 주도된 유치원과 탁아시설 체제의 변혁은 보건사회부가 
관할하던 기존의 어린이집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개칭하고 그 기능을 유치원화
함으로써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증 되는 취업모 자녀들을 위한 탁아수
요를 외면한 정책으로 귀결되었다(임재택, 1993: 268). 

398)

 한편 도시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나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탁아시설 부족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화재로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이는 아이를 두고 집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의 부모가 늘었지만 아이를 맡길 탁아시설은 여전
히 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399). 도시 빈곤지역의 표적 지역의 하나 던 서

398) 자료: 임재택, 1993: 265 
399) 1980년  후반 이러한 아동사망 사고 사례는 1988년 4월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서 운전사인 아버지와 파출부인 어머니가 방문을 잠가 놓고 일하러 나간 사이 집
에 불이 나 소 (4세), 세라(3세), 보라(3세) 세 자매가 방에서 나오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1988년 5월 경기도 이천군에서 3살과 2살의 어린이가 수로에 빠져 사망하

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경북 예천군에서 6살, 4살 어린이가 수로에 빠져 죽는 사
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사고가 늘어난 것에 해 당시 신문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농촌여성들의 농사 참여가 늘어나면서 양육을 가정에만 맡길 수 없는 상
황임에도 탁아문제에 한 관심이 적어 당시 가장 절박한 저소득층과 농촌의 탁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한겨레 1990. 3. 17 
“파출부 엄마도 들녘아낙도 ”탁아소 없나요“ 도시・농촌 탁아실태 현장을 알아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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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도시 빈곤지역과 농촌 지역의 탁아공백에 
관한 기사

울 관악구 봉천동의 아이들의 상황에 한 기사는 당시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미취학 아동이 봉천동 달동네 지역에만 천5백명에서 2천명에 달하지만 탁아소
와 유아원 네 곳에 고작 백명 미만이 수용되고 있으며, 이들 가정은 부분 
맞벌이 부부로 경비원인 아버지와 파출부인 어머니가 전형적 가족이었다. 당
시 봉천동 지역에는 1988년에 세워진 ‘한우리 탁아소’가 유일한 가정탁아시설
이었는데 이를 설립한 이홍수씨(29세)는 기사를 통해 “결혼비용을 털어 8평짜
리 터 2개를 사서 탁아일을 시작”하 는데, 그 당시 동사무소 직원이 “탁아소 
그거 북한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던 표정을 잊지 못한다
면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야근과 철야까지 하는 저소득의 비공식 부문
에 종사하는 주부들에게 탁아는 “돈벌이를 하자니 아이가 울고, 아이를 달래
자니 살림이 운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다면서 “집이 좁아서 
15명밖에 받지 못해요. 노점상 나가는 젊은 엄마가 핏덩이를 안고 와 발을 동
동 구를 때도 종종 있지만 손이 있어야지요. 탁아시간이 지났는데 엄마가 철
야를 하게 되자 수금사원인 아빠가 오토바이에 아이를 싣고 밤일을 다닌” 경
우도 있다고 전했다.

400)

400) 한겨레 1990. 3. 17 “파출부 엄마도 들녘아낙도 “탁아소 없나요” 도시・농촌 탁
아실태 현장을 알아본다” 사진 설명 : (왼쪽) 해 뜰 녘 일 나간 엄마, 아빠가 데리
러 오기를 기다리는 산동네 놀이방 아이들. 4평짜리 방에서 15명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있지만 그냥 버려지고 있는 부분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행복한 편에 속한
다. (오른쪽) 얼마 전 비료더미 위에서 떨어져 턱뼈를 부러뜨렸던 운희는 친구들이 
아무리 졸라도 비료포  위에는 절  올라가지 않는다. 언뜻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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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탁아소에 맡겨진 아이는 형편이 좋은 경우로 고정 수입이 없는 집의 
경우 “한 달 3만원인 탁아비가 무서워 젖먹이 때는 시골 할머니 이나 친척
집을 전전시키다 말귀라도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데려오는 것”이 보통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기사는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매달리자 일이 손에 잡히
지를 않아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 노는 모습이라도 지켜보기 위해 수입
이 나은 파출부나 공장일 신 가내부업으로 집에서 보세 스웨터를 맡아다 짜
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1990년 당시 서울 전체의 탁아시설은 백80여개
로(시립탁아원 백40개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가입 시설 25개소, 종교단체 
운  시설 15개소)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아를 맡길 수 있는 곳은 
드문 상황이었다.
 한편 당시 농촌지역은 논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농번기, 농
한기 개념도 없이 사철 계속 비닐하우스 농사, 가축 기르기로 바빠져 혹시 아
이가 수로에 빠지지나 않았을지, 농약병은 잘 치웠는지 조바심에서 벗어날 수
가 없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전국에서 운 되던 농촌탁아시
설은 1개 면(面)마다 1개 부락에 봄, 가을로 한 달씩 열리는 ‘농번기탁아소’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1개면에 보통 30~40개 부락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수가 너무 적었고, 그나마 홍보가 되지 않아 1989년 농촌지역탁아 책위원회
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7개도 17개 군 지역에서 농번기탁아소를 알고 있는 
비율이 23퍼센트에 머물렀다. 한편 농촌지역에서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엄마들이 부근의 양초공장, 속옷공장, 제지공장 등으로 일을 
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은 그나마 엄마를 따라갈 수도 없는 경우가 늘
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 농번기 탁아소를 운 자는 “엄마들이 비닐하
우스나 공장 일을 사시사철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형편에서 한 달 탁아소 운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설탁아소가 시급하다”면서 “이렇게 우리 애들
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게 되면 우리도 결국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라
고 기사는 당시의 농촌 탁아상황을 전하고 있다.

끼게 하는 농촌아이들의 놀이풍경 뒤에는 농약병, 수로, 독충들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제5장. 친생모 선택지의 분화와 해외입양 급감, 1988년~1992년

- 433 -

<그림 145> 민간지역사회탁아소 운동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담회에 한 기사

401)

 1980년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여 이들의 자녀양육 문제에 사회적 관심
이 쏠리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은 지속
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마을유아원 체제 내에서 발생한 탁아 공
백을 메운 것은 비 리 미인가 민간 지역사회탁아소들이었다(김종해, 1993: 
223). 지역사회탁아소는 1970년 ~1980년  도시빈민과 그들의 아동을 위한 
탁아정책이 거의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0년  유아교육 중심의 새마을
유아원이 실질적 저소득층 자녀의 탁아를 거의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들을 지원하는 순수 민간 차원의 지역사회 탁아운동을 통해 생겨났다. 이들 
지역사회탁아소는 1982년 2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탁아시설 설치근
거가 삭제되면서 이후 법적 근거 없이 자생적으로 설립・운 되었다(한국아동
학회, 2004: 281-282).

401) 자료: 한겨레 1988. 11. 6 “민간탁아운동에 국민적 관심을” 사진 설명 : 왼쪽으
로부터 변화순(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안도 (서울시 가정복지국 유아
담당계장), 최남희(서울간호전문  조교수, 정신간호학), 장현자(지역사회탁아소연합
회 회장), 박 숙(평민당 국회의원, 보사위 소속)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434 -

<그림 146> 1980년  중후반 전국적으로 확 된 민간 
지역사회탁아소에 한 기사

402)

 지역사회탁아소 운 자들은 1985년에 ‘지역사회아동교사회’를 결성하고, 1986
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결성하여 도시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부모를 지원하는 탁아운동을 전개하 다. 초기 지역탁아소연합은 이후 1990년
의 탁아 관련법 제정 운동의 구심점으로 유아보육법 입법 당시 여성단체연합
회의 안으로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한국아동학회, 2004:282)403). 
 1988년 12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개최한 「올바른 탁아제도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장현자 회장은 “80년부터 정부가 새마을유
아원을 설치하면서 유아교육의 양적발전은 있었지만, 새마을유아원이 본래 
세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우선 맡는다는 뜻을 벗어나 중산층 어린이가 65

402) 자료: (왼쪽) 동아일보 1988. 3. 9 “저소득층 위한 탁아소 늘어” (가운데 위) 매
일경제신문 1988. 12. 10 “달동네탁아소 보호 마비…무관심지 ” 사진 설명 : 맞벌
이 가정을 위한 탁아소시설이 시 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가
정의 아동들은 가난과 무관심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어 탁아소 제도수립이 절실해
지고 있다. (가운데 아래) 한겨레 1988. 5. 21 “뿌리 내리는 자생적 탁아소” 사진 
설명 :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개구장이 어린이방’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식사
를 하고 있다. (오른쪽) 한겨레 1988. 12. 9 “틀잡아가는 구 빈민탁아운동” 사진
설명 : 서늘한 방, 좁은 부엌, 멀리 떨어진 변소 등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소득층 
취업모에겐 도움이 된다. 구 고성2가의 애기방 배꼽마당.

403) 유아 탁아(보육)의 제도화 이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1997년 한국보육교사
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중조직체로 활동하 고, 지역사회 탁아운동은 학
령기 아동의 방과후 공부방 운동으로 이어졌다(한국아동학회, 2004: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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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탁아시설 필요의 증가 및 탁아 
공백에 따른 사고에 한 기사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도시빈민지역의 아동들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
로 방치돼 있고 특히 교통사고나 집안의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지탁연 측은 올바른 탁아제도수립을 위한 제언을 통해 
첫째, 도시빈민지역 탁아소를 통해 방치아동을 보호할 것. 둘째, 정부의 전문
적이고 일관적인 아동복지정책수립. 셋째, 지역사회탁아소 지원. 넷째, 사업장 
직장탁아소 설치 의무화 등을 주장하 다404). 

   ③ 탁아관련 법제정 요구의 확대와 『영유아보육법』 제정

 유아교육법 상 탁아규정은 유아교육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고, 탁아사업의 상
황은 주변적 위치로 려나게 되었다.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
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탁아제를 도입하고, 공단지역의 시범탁아소, 사업장 
내 육아시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1980년 는 물론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탁아욕구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탁아제도가 1980년  
말과 90년  초에 발생한 아동사고들에 의해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게 하
다(김종해, 1993: 223-224). 서울시에서는 1988년 9월 13일 세민의 생활안
정을 위해 탁아시설이 없는 33개의 서울 저소득층 집지역에 ‘88시립탁아소’
가 설립・운 되었으나 이 역시 입소 연령, 운 시간 등의 한계로 탁아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김종해, 1993: 223; 임재택, 1993; 269).

405)

404) 자료: 경향신문 198. 12. 13 “탁아소연(聯)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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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1990년 당시 모성보호와 유아보육법 제정에 결정적 계기가 된 맞
벌이 가정의 남매(5세 권해 , 4세 권용철)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하 해 ・
용철 남매 사건)이었다. 1990년 3월 10일 경향신문은 전날인 3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 다. 해 ・용철 남매
의 아버지 권순석씨(30세)는 경기도 부천의 직장에, 어머니 이 숙씨(28세)는 
집에서 2km 거리에 파출부로 일을 나가면서 아이들이 집밖에서 놀다 유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우려해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일을 나가곤 했
다. 화재 당일 집주인이 지하셋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내려갔지만 방
문에 자물쇠가 잠겨있는 것을 보고 파출부로 나가있는 어머니 이 씨에게 연락
을 하자 달려와 문을 열었으나 남매는 이미 연기에 질식되어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만 것이었다. 경찰은 방안 전선에 이상이 없고 
인화물질이 없는 점을 미루어 남매가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

다.406) 
 해 ・용철 남매 사건에 하여 당시 지역탁아소연합회 김경태 회장은 정부
의 탁아 책은 도시 의료부조 지원자나 생활보호 상자 자녀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 탁아수요자인 도시 세민이나 농촌지역 맞벌이 부부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혜 , 용철 남매의 경우에도 집에서 3백 미터 
떨어진 곳에 시립 새마을 유아원이 있었으나 월 5만원인 비싼 이용료는 두고
라도 탁아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
게 돌아오는 이들 맞벌이 부부가 일하는 시간과 맞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
다407)고 지적했다. 

405) (맨 위) 경향신문 1990. 4. 4 “「무탁아(無託兒)」비상 맞벌이 증가에 80만명 ‘ 낮기
아(棄兒)’” (중간) 한겨레 1990. 3. 10 “탁아소 필요아동 82만명” (맨 아래) 한겨레 
1990. 3. 10 “경비원 아빠 파출부 엄마 일 나간 새 불, 잠긴 지하셋방 남매 질식사”

406) 경향신문 1990. 3. 10 “문 잠그고 엄마 아빠는 일터로 셋방 불 남매 숨져”
407)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서 길거리에 나가도 안 되고, 

누구네 집에 맡길 수도 없고, 공동체성은 다 깨졌고, 그래서 방문을 바깥으로 잠궈 
놓고 일을 나갔어요. (…) 예전에 안양천변 천막촌에서는 내가 엿볼 정도로 열린 공
간에서 아이들이 지냈는데, 이 경우는 캄캄한 반지하(半地下) 단칸방에 애가 바깥
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아이가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혜 이가 재미를 붙인 
게 성냥가지고 촛불장난 하는 거 어요. 그러다 불 내 가지고, 불이 났는데, 문이 
바깥에서 잠겨가지고 애들이 타죽을 때까지 바깥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이
런 사건이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터지기 시작하니까 도처에서 나오는 거예
요. 사회적인 문제 죠(정병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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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탁아시설 부족에 따른 정부의 책 마련이 
시급함에 한 기사

 1990년 3월, 해 ・용철 남매 사건을 계기로 탁아시설의 필요와 탁아시설 
부족에 따른 정부 차원의 책을 촉구하는 요구가 확 되기 시작했다. 동아일
보 1990년 3월 13일 “탁아시설 턱없이 모자란다”는 기사는 1989년 기준 노
동부 고용통계에 따르면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혼여성근로자
가 47만명으로 집계되었는데, 10인 미만의 전체 기혼여성근로자는 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기혼여성근로자의 증가 추세에도 이들의 
복지, 특히 탁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도하 다. 기사는 탁아시설이 필
요한 아동 가운데 도시빈민 근로여성의 경우 탁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여성개발원의 조사 결과 기혼여성근로자의 0세~5세의 자녀 백50만명 가운데 
탁아시설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저소득층 지역 탁아 상 아동이 8만6천명, 산
업체 및 공단지역 탁아 상 아동이 9만명, 일반지역 아동이 64만3천명으로 총 
8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아동을 수용할 수 있
는 탁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농번기에 임시로 운 하는 농번기 탁아소와 도
시빈민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민간탁아소 2백8개, 직장탁아소 30여개가 
고작이며, 그밖에 조기교육 기능을 맡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이 전국에 2천4백
5개소가 있을 뿐인 현실을 기사는 우려와 함께 전했다.

408)

 이러한 상황에 하여 정부는 이러한 탁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지
역에는 1992년까지 새마을 유아원 9백40개소를 탁아시설로 전환하고, 3백 개
소의 탁아소의 신규 설치해 나갈 계획을 마련하 으며, 일반지역에 해서는 

408) 동아일보 1990. 3. 13 “탁아시설 턱없이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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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없이 보호자에게 운 비를 부담하게 하는 민간탁아시설을 육성해 
1995년까지 30인 이상 규모의 시설탁아소 5천5백 개소와 5인 이상 20인 이
하 규모의 가정탁아소 2만5천7백 소개를 운 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야당(평민당) 등 일부에서는 탁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탁아입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 는데, 이는 현행 아동복
지법 시행령이 국가의 탁아시설 설립을 의무규정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탁아
소의 규모와 종사자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규제해 부분의 민간탁아소를 사
실상 불법시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의 아동복지법상 탁아
상이 극빈층에만 국한되어 있어 맞벌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정의 탁아수요
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탁아
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탁아입법 촉구를 요구하고, 해 ・용철 남매 사건
과 관련해 탁아입법 및 정부의 강력한 탁아 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
표했다409).
 보사부는 1989년 2월 15일 내무부가 관장해 온 새마을 유아원 2천3백94개
소 가운데 1천2백1개소를 넘겨받아 1990년부터 맞벌이 세민들을 위한 탁아
소로 활용할 것임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탁아소 시설기준 “탁아소 
시설기준, 시설당 인원수, 보모자격 기준 등의 사항을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
규에 삽입하기 위해 법령개정 작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끝내기로 하 다(동
아일보 1989. 2. 15 “새마을 유아원 1천 곳 세민탁아소로 활용”). 당시 여
당인 민정당(民正黨)은 기존의 새마을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하여 취업여성을 
위한 탁아사업을 확충하고, 탁아소를 신고만 하면 가정에서도 탁아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2백인 이상 사업장에 탁아시설설치를 
의무화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탁아보육수당 지급과 아동복지법 이외의 탁아관
련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여건상 무리한 안이라고 판단하여 수용치 않을 
것임을 발표하 다(경향신문 1989. 11. 29 “유아원, 탁아소로 전환. 정부서 
운 비 등 지원”; 매일경제신문 1989. 11. 29 “민정, 여성특위 유아원 탁아소
로 전환, 시설확충비 정부 지원). 

409) 동아일보 1990. 3. 13 “탁아시설 턱없이 모자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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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정책 및 법제도 변화 내용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공단지역 중심 노동부 운  
  시범탁아소 개설

1989년 탁아입법제정요구
평민당,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법요구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982년 삭제된 아동복지법 내  
  탁아시설의 설치・운  근거  
  부활

1990년 1월 15일 탁아시설의 설치・운 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의  
  세부지침을 보건사회부 훈령
  으로 규정

1990년 12월 18일 유아보육법 제정

탁아규정을 아동복지법이 아닌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

1991년 1월 14일 유아보육법 공포・시행
1991년 8월 1일 유아보육법 시행령
1991년 8월 8일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표 107>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시기, 탁아관련 정책 및 법제도 변화 추이

 1980년  말에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탁아요구 운동과 현실적으로 급증하
는 탁아수요에 처하기 위해 보사부에서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
행령’을 개정하여 1982년 삭제되었던 탁아시설의 설치, 운 근거를 부활시켰
다. 1990년 1월 15일 그 세부지침으로 ‘탁아시설의 설치・운 규정’(보건사회
부 훈령 제586호)을 마련하여 탁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 다. 또한 정부는 
유아보육법의 제정과정에서 내무부, 교육부, 보건사회부 3부 장관의 합의에 
의해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 설치・운 되어 온 새마을유아원을 1993년까지 
유치원, 보육시설로 전환410)하도록 하 다(임재택, 1993: 269). 탁아사업 추진
에 한 여성계, 노동계, 교육계 등 역에서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

410) 한편 새마을유아원에서 다시 유치원과 보육(탁아)시설로 분리된 이후 유치원 교
육은 학부모들의 만 3세아 입학 요구를 받아들여 1991년 12월 31일 교육법의 관
계조항을 개정, 취업모의 증가와 학부모의 사회활동을 감안하여 1980년  중반 이
후부터 종일제로 운 되는 유치원이 늘어나자 1995년부터 시행할 교육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종일제 프로그램 운 을 권장하기 시작하는 등 유치
원과 보육시설은 관계법률, 관할부처, 상아동의 연령과 계층의 차이에도 불구하
고 보육・교육시간과 운 일수의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높아져가기 시작했다(임재
택,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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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유아보육법 내용에 한 여성계와 
보육운동계의 반발에 한 기사

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사회부 등으로 다원화된 탁아시설의 체계를 정비해
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보육(탁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아
동복지법의 하위 범주가 아닌 보육을 규정한 독립법인 ‘ 유아보육법’(법률 제
4328호)을 1991년 1월 14일 공포・시행하게 된다(임재택, 1993: 269). 
 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아동 보육(이전의 탁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일원화가 이루어졌으며 종래의 탁아관계법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탁아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탁아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지체되어 왔던 유아보육사업의 체계화 및 보
육시설의 확충411)이 가능하게 되었다(정무장관 제2실, 1995: 171; 여성백서, 
1991: 376-381; 임재택, 1993: 269).
 1990년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유아보육법은 이전까지 노동부, 내무부 
등에 흩어져 있던 탁아행정을 보사부로 일원화한 의의가 있었지만 입법과 동
시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먼저 탁아사업에서 핵심적인 정부의 지원책
임을 포함한 사업책임규정이 불명확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돌봐온 여성단체의 
시범탁아소와 새마을유아원, 비 리민간탁아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되었다. 이는 이전까지 관련 업무를 관할하 던 내무부와 노동부에
서 지원해오던 지원책임을 보사부로 이관한다는 등의 책임규정을 뚜렷이 하지 
않으면서 업무 및 재정상의 공백이 우려되었다.

412)

411) 1988. 5. 21 한겨레 “뿌리 내리는 자생적 탁아소”; 1988. 12. 10 매일경제신문 
“달동네탁아소 보호 ‘마비’… 무관심지 ” 참고.

412) 자료: (맨 위) 한겨레 1990. 12. 16 “ 유아보육법 여성계 드센 반발” (중간) 한
겨레 1991. 7. 21 “새 보육법 탁아문제 해결엔 미흡, 유아보육법 시행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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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부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상 시범탁아소를 운 하던 한YWCA연합
회, 한국부인회 등 여성단체와 탁아업무를 병행하고 있던 일부 새마을유아원
은 내무부에서 운 비를 지원받고 있었지만, 새로 제정된 유아보육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보호 교육할 책
임이 있다( 유아보육법 제3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8조 1항)”고만 규정, 탁아사업에 한 정부의 구체적 
책임 한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도 “ 유아의 
보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
활보호 상자와 보사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호교육에 필요한 비용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제23조)”고
만 규정해 정부의 부담비율과 액수, 지원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비용부담을 수익자 부담 원칙과 저소득층에 한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저소득층’에 한 규정도 불명
확하며, 월소득 4만8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상자나 의료부조 상자
와 같은 극빈자에 국한시켜 지원이 필요한 서민층이 제외될 우려가 컸다. 이
와 같은 수익자부담 원칙의 강조는 탁아를 시장원리에 맡길 뿐 아니라 탁아의 
상업화를 가져올 것에 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사부가 기존의 노동부, 내무부만큼의 지원을 해주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도시의 빈곤지역이나 광산지역, 농어촌에
서 탁아를 담당해왔던 2백여 개의 비 리민간탁아소들은 당시 정부로부터 전
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체적으로 운 되어왔는데, 새로운 유아보육법 내
에서도 재정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으며, 보육시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시설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보완해야만 했는데 이러한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어 오히려 법이 시행
되면 부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빈곤아동의 탁아상황이 후퇴할 상황이
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탁아의 본래 취지인 올바른 육아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반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입법을 주도했던 
여성계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적 재개정 작업을 모색하 다(한겨레 
1990. 10. 31 “정부 통제를 강화한 탁아법안”; 동아일보 1991. 1. 28 “탁아

내달 시행” (맨 아래) 동아일보 1991. 1. 28 “탁아사업 정부지원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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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부지원에 허점”; 한겨레 1991. 7. 21 “새 보육법 탁아문제 해결엔 미
흡, 유아보육법 시행령・규칙 내달 시행”; 한겨레 1990. 12. 16 “ 유아보
육법 여성계 드센 반발”)413).

 2. 친생모의 자녀양육 지원과 ‘양육미혼모’의 등장

  (1) 모자가정, 빈곤가정 지원정책의 개선

 1989년 기준 전국 가구수(천만99만천9백10가구)의 0.69퍼센트인 7만5천8백
89가구가 요보호 모자가구 다. 모자가정이 된 사유별로는 모자가정의 75퍼센
트가 배우자와의 사별에 의해 모자가정이 되었으며, 13.4퍼센트가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유기에 의한 경우 으며, 미혼모의 비율은 2.1퍼센트, 조모 세
주는 조손가구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부모를 신해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
진 요보호 모자가구로 6.1퍼센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1970년 와 80
년  중반에 비교해 1989년 모자가정 발생비율은 사별의 비율이 1971년 87
퍼센트에서 1989년 75퍼센트로 감소한 반면, 이혼・별거・유기의 비율은 
1971년 10.6퍼센트에서 1989년 13.4퍼센트로, 미혼모의 비율이 1971년 0.2퍼
센트에서 1989년 2.1퍼센트로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11-12).
 모자가정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현황은 상자의 24퍼센트가 생활보호 

상자로 가구원 1인당 6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전체의 52.8퍼센트
으며, 10만 원 이상의 가구는 17.7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는 1989년 도시 3

인 가족의 가구당 최저생계비 58만천9백75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모
자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414). 모자가정의 어머니의 직업

413) 『 유아보육법』 의 내용과 실행 시기 등 측면에서 1988년부터 1992년 시기에 
직접적 정책효과와 탁아현실 개선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모성보
호의 중요한 인식의 개선으로서 아이의 돌봄에 해 가족・모성의 책임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던 것에서 점차 공적 지원과 개입의 제도화는 일정한 사회인식 변화를 
전제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 시기 유아보육법 입법
을 통해 모성의 역할과 책임에 하여 개발주의 체제 속에서 강화되어 온 가부장
적 의식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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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연도

모자보호시설 
시설수

모자보호시설 입소 및 재소 현황
연간

입소 인원
연간

입소 모
연말 

재소 인원
연말 

재소 모
1988 37 889 246 2,989 805
1989 37 1,137 316 3,026 829
1990 37 904 270 2,809 791
1991 38 915 276 2,946 846
1992 39 873 293 2,697 810
평균 38 944 280 2,893 816

<표 108> 모자보호시설 시설수와 연간 재소 및 입소인원 추이 
(1988년~1992년)

<그림 150> 모자보호시설 시설수와 연간 재소 및 
입소인원 추이 (1988년~1992년)

분포를 보면 세 주의 57.3퍼센트가 하위서비스직, 12퍼센트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 상자의 69퍼센트가 안정적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16.9퍼센트가 농공수산업 근로자 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직종인 사무직・전
문직의 비율은 1.4퍼센트, 자  농수산업은 4.8퍼센트, 자  서비스직은 7.5퍼
센트로 그 합이 13.7퍼센트에 불과하 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13-15). 

415)

416)

414) 1989년 보건사회부가 책정한 생활보호 상자 선정기준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만6
천원으로 요보호 모자가구의 24퍼센트가 생활보호 상자에 해당하 으며, 한국노동조
합총연맹이 작성한 (3인 가족 기준) 도시 근로자 최저생계비 58만천9백75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소득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14 참고).

415) 비고: 재소 인원은 모와 노년부양자, 부양자녀를 합한 인원임  자료: 보건사회연
보 해당연도 “모자보호시설 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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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모자복지법 입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 한 기사 

 모자가정 보호 책 있으나마나, 전체 7만5천여 가구 중 유주택자 21.8퍼센트 불
과, 복지시설 태부족에 지원금 최저생계조차 위협(동아일보 1991. 2. 28 “모자가
정 보호 책 있으나마나”). 모자복지법 법안은 모자가정의 복지지원을 담당할 
행정기구로 모자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모자복지 상담원을 상주시키며 관에서 
지원가정을 선장하는 것이 아니라 홀어머니 쪽에서 복지신청을 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모자복지시설로는 기존의 모자원(모자보호시
설) 이외에 배우자 학 를 피해 집을 나온 모자를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 모
자가정의 생업지도와 탁아를 위한 모자복지관, 모자복지상담소, 미혼모시설 등
을 두도록 했다. 
 경제적 상황을 반 하는 요보호 모자가정의 주거상황은 모자가정의 71.5퍼센
트가 무주택이었으며, 28.5퍼센트만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자가 외
의 71.5퍼센트 가운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은 1.2퍼센트 으며, 차
가(임 )주택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이 57.9퍼센트, 더부살이로 차가나 보호시설
에도 입소하지 못하고 다른 집에 의탁해 사는 모자가정도 9천4백59가구로 
12.5퍼센트에 달하 다. 전체적으로 자가 주택의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으로 
낮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모자가정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417). 

418)

 1988년 동아일보는 ‘모자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모
자복지법(가칭)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

416) 자료: <표 109>와 동일함.
417) 원자료: 보건사회부, 199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1990: 13
418) 자료: 동아일보 1988. 6. 27 “모자복지법 연내 제정 추진”



                        제5장. 친생모 선택지의 분화와 해외입양 급감, 1988년~1992년

- 445 -

하 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여성개발원은 1988년 정기국회에서 제정을 목표로 
보사부 의뢰를 받아 모자복지 법안을 마련하 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
로 했다. 기사는 모자보건 중심적 지원제도에 따라 극빈 모자가정만을 상으
로 하는 구빈(救貧)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 전체 
가구의 9퍼센트인 85만 모자가정의 홀어머니가 적절한 직업으로 소득을 유지
해 자녀를 건강하게 기르며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자복지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모자가정의 복지지원을 담당할 행정기구로 모자복지사무소를 설치
하고 모자복지 상담원을 상주시키며 관에서 지원가정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홀어머니 쪽에서 복지신청을 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었다. 모자복지시설로는 기존의 모자원(모자보호시설) 이외에 배우자 학 를 피
해 집을 나온 모자를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 모자가정의 생업지도와 탁아를 
위한 모자복지관, 모자복지상담소, 미혼모시설 등을 두도록 하 다419).
 1989년 제정 이전에 모자가정420)에 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요보호 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
자가정에 한 우선 조항이 없었으며,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
거하여 입소혜택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모자가정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 논의가 1980년 에 들어서면서 연구자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기 시작한 것이다.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 고,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
가정(모자가정)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 모자복지법 제정 필요성
과 함께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을 제언하 다. 1989년 12월 9일 모자복지
법안을 다음과 같은 제안 이유로 제출한다.  

ｏ 첫째, 현 사회의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등으로 배우자의 
사별・이혼・유기・별거 및 기타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

419) 동아일보 1988. 6. 27 “모자복지법 연내 제정 추진”
420) 한부모가족은 기존에는 편모가정, 모자가정, 모부자가정에 이어 2007년 한부모가

족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관련법 명칭을 『모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
로 변경하 다(현외성, 2008: 505). 본 연구에서는 친생모와 관련해 모(母)를 중심
으로 한 가정에 하여 모자가정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446 -

나 배우가자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
어나고 있으므로 

ｏ 둘째, 이들 모자가정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
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할 수 있게 하
여 사회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1988. 
12. 9. 신 순 의원 등 3인 외 33인)(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26).(강조는 연구자)   

 오랫 동안 모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 던 상황은 1989
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421)되고 같은 해 12월 13일 보사부 시행령, 
1990년 6월 5일에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모자가정의 어머니와 그 자
녀를 위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모자복지법 시행 초기에는 모
자가정을 위한 재가보호 비용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은 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는 경
우에 모자복지법이 적용되었고, 별도의 수당이나 재가보호는 이루어지지 못하

다. 시설보호가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생활보호법을 통한 공적부조로 생계
보호, 장제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나 의료보호법을 통한 선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16). 
 모자복지법의 보호 상이 되는 모(母)는 아동양육자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
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이었다(『모자복지법』 제4조 1항, 규칙 제2조). 모자복지법은 
1989년 제정되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예산이 배정된 후인 

421) 1989년 제정・시행된 『모자복지법』은 2000년 12월 모자가정에서 부자가정에까
지 기존의 모자복지법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도록 확 하고 『모부자복지법』으로 명
칭을 변경하 으며, 다시 2007년 10월 모부자가족 외에 조손가족을 포함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을 변경하 다(현외성, 
2008: 50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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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하반기에 비로소 시행되기 시작하 다(정무장관 제2실, 1995: 170). 
제정 모자복지법의 보호 상자로는 18세미만(단, 취학 시는 20세미만)의 아동
과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세 주(또는 세
주가 아니더라도 세 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가구조로 구성되는 모자가정
으로서 매년도 보건사회부 장관이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
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각각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이었
다. 모자복지법이 비록 충분한 지원은 아니었지만 아동복지법 상의 지원 상
으로서 모(母)가 보호자로서가 아닌 어머니의 자격으로 직접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제도적으로 모자가정에 해당하는 여러 이혼, 사
별, 미혼의 모자가정이 지원 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 다고 할 수 있다422). 

  (2) 모자복지 대상으로서 ‘미혼모’에 대한 논란과 제도적 포섭의 시작

   ① 미혼모 증가 추세에 대한 의견들

 1980년  초반 여러 관련 통계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미혼모 규모가 확 되었다는 점에는 이견(異見)이 없었다. 그러나 그
러한 증가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왜 증가하게 되었는지에 해서
는 의견이 분분하 다. 다음은 1986년 「아산 사회복지사업 재단」이 주최한 

422) 모자가정에 한 법률 제정이 본 장에서 분석하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기간 
동안 실질적 법률의 효과를 미쳤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법률의 입법 
시기가 모자복지법이 1989년에 입법된 이후 시간 차를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 이후에야 입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나 입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입법 조항이 실질적 효력 또는 한계를 고려할 경우에 그러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탁아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직접적’ 효과와 별도로 당시 입법이 사회
적 관심사로 두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사실에 주목하여, 모자가정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에 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컸으며, 이전까지 모자가정과 그 자녀에 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상 적으로 줄
어들었던 점에 주목하 다. 이러한 입법은 직접적 기혼과 미혼의 모자가정에 한 
지원 효과와 함께 이들 모자가정에 한 사회 인식변화나 공적 인정에 기반을 두
고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자 하 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모자복지법 제정은 친생
모가 입양외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직・간접적 변화의 반 으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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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사회복지 심포지엄 “현 사회와 여성”에서 「여성문제Ⅱ: 미혼모와 사
회문제」에 발표와 토론에 나타난 당시의 미혼모 증가에 한 관계 전문가의 
토의 내용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근조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사업부장은 
한국의 미혼모 실태와 특성 및 과제에 하여 홀트아동복지회의 관련 자료와 
상담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토론에서 미혼모 보호시설 
애란원의 김용숙 원장은 토론을 통해 미혼모 발생에 한 당시의 접근이 갖
는 한계, 미혼모 증가 추세에 한 입장, 미혼모 관련 보호체계의 문제점에 

한 의견을 제시하 다. 

미혼모 문제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계속 여성의 입장에서만 생각
을 하고 문제를 안으로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제는 미혼부에 대한, 아니면 기혼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미혼모 중심의 상담에서 미혼부모 중심의 상담으로 바
뀌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혼모
와 사생아는 공동문제이므로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도 불구하
고 아픈 사람만 고통을 받고 진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 저는 주
로 미혼모 상담을 하기 때문에 미혼모 쪽으로 치중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실태분석에 따르면 미혼모가 연평균 39.6%로서 급증세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홍보
가 많이 되어 있는 입양기관 쪽으로 미혼모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아함을 가지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보사부 통계를 빌어 본다면 84년도에도 10,138명으로서 변화가 조
금 있었으나, 80년 초반에는 굉장히 급증했었습니다. 그런데 84년
부터는 10%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급증세냐 
하는 데 의문이 제기됩니다.[김용숙(1986) 「아산 사회복지사업 재
단」 제8회 사회복지 심포지엄 「여성문제Ⅱ: 미혼모와 사회문제」에 

한 토론 내용 재인용].(강조는 연구자)

 토론에서 김용숙은 1980년  초반 이후의 미혼모 증가 추세는 1980년  초
반시기의 급증 추세가 어느 정도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면서, 급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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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보다는 앞으로의 미혼모 보호시설의 사업의 효율화와 상담의 체계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무엇보다 현재의 보호시설이 기능의 
사실상 입양에 편중된 서비스에 의한 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는 입양과 양육으로 부모가 기를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미혼모 
상담과 시설보호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전망하 다. 

참고로 시설[미혼모 보호시설_연구자 첨]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 미혼모 시설이 일곱 개로 나타나 있지만 실질상으로 열 개 이상
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만약 미혼모가 급증세라면 똑같
은 프로그램을 가진 시설이 더 늘어나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런 단
계가 아니라 현재의 보호시설 수준에서 상담의 체계화와 시설보호 
사업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며 장단기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상담기관에서도 입양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호시설도 일시보호의 기능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92.7%를 
입양하게 된다는 통계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편중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서비스에 대한 보다 좋은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로 입양 가야만 할 아이들만 입양 가게 될 것
이고 부모가 꼭 기르고 싶어 하는 아이는 기르게 되는 하나의 가정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김용숙
(1986) 「아산 사회복지사업 재단」 제8회 사회복지 심포지엄 「여성
문제Ⅱ: 미혼모와 사회문제」에 한 토론 내용 재인용].(강조는 연
구자)

 한편 토론에서 미혼모 보호사업이 입양 보내는 사람들, 아이를 못 키우는 사
람들에게 필요한 곳이 아니라 가족복지, 여성복지, 사회복지 서비스로 발전해
가기 위해 리위탁, 탁아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혼모로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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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양자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일정 기간 
동안에 대리 위탁 등의 시설보호를 함으로써 그 동안에 충분히 생
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또한 장소도 제공해 주는 겁니
다. 그래서 정말 양자로 보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데리고 기를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이 최선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 
또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앞으로는 자기의 
아이를 양육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리라고 볼 때 단순히 미혼모 문
제, 윤락 문제 이런 것을 지엽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성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고 봅니다. 자기가 경제력만 있다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늘고 있는데 (…) 성숙한 부모라면 못 기르란 법도 없
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혼모로서 아이를 기르는 경우나 미망인으
로서 아이를 기르는 경우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커다란 
문제의 차이는 없으리라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자시설을 좀 
더 확대시킨다거나 탁아시설 같은 것을 마련하여 일하면서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모자가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
는 바램이 있습니다. (…) 아직도 이런 기관을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모 서비스를 준다면 
우리 생각에는 거기는 입양을 보내는 사람들, 거기는 아이를 못 키
우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곳이라는 제한된 인상을 주게 되므로 가
정복지 차원에서의 사회복귀를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홍보가 절 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김용숙(1986) 「아산 사회복
지사업 재단」 제8회 사회복지 심포지엄 「여성문제Ⅱ: 미혼모와 사
회문제」에 한 토론 내용 재인용].(강조는 연구자)

 
 1986년 연말에 개최되었던 심포지엄에서 애란원 김용숙 원장의 토론은 1980
년  중후반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 미혼모 현황과 앞으
로의 과제에 해 여러 가지 유의미한 변화를 예고하고 그 필요성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제언하는 것이었다. 



                        제5장. 친생모 선택지의 분화와 해외입양 급감, 1988년~1992년

- 451 -

   ② ‘미혼생모’를 둘러싼 제도적 변화

 미혼의 여성이 임신을 하 을 경우 보호 및 지원에 한 제도가 198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전과 달리 관점과 법적 기반은 물론, 사업의 내용에 있
어서도 일련의 변화나 나타나기 시작하 다. 1987년 말과 1988년에 접어들면
서 미혼모 복지는 기존의 부녀직업보도소로서 미혼모시설, 부녀상담소, 해외입
양기관의 미혼모 입양상담, 미혼모 예방사업과 함께 미혼모의 양육을 위한 양
육미혼모시설과 미혼모를 위한 탁아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양육미혼
모에 한 지원의 법적 근거로서 모자가정의 범주로 미혼모와 그 자녀를 보호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까지 미혼
모 복지제도와 관련된 법률은 여전히 타 법령에 의거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423).
 미혼모를 위한 숙식보호를 제공하는 미혼모 보호시설은 1980년  중후반 설
립된 시설이 그 로 유지되면서 10개의 시설에 490명을 수용보호 할 수 있었
지만, 이 수는 전체 미혼모 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 다. 당시의 미혼모 
보호시설은 예산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 수준이 열악하 을 뿐 아니라 홍
보 부족으로 서비스시설로서 인식도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법
적으로 미혼모 보호시설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상의 부녀직업보도소로 운 되
면서 입소한 미혼모를 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 다. 그러나 직업훈련 내
용이 3개월 정도에 걸친 편물, 뜨개질 등에 그치면서 직업훈련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27)424). 2001년 개발국가 
시기의 부녀행정에 관한 연구(황정미, 2001)에 실린 보사부 부녀과 직원과의 
인터뷰는 아직 미혼모 보호시설 등 미혼모 관련사업이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
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423) 1988년 기준 미혼모 복지와 관련된 법령은 1984년 4월 10일 개정된 민법의 제
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782조 (혼인 외의 자의 입적)에 관한 조항, 아동복지
법, 모자보건법, 의료보험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입양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었다
(한국여성개발원, 1990: 26).

424) 직업훈련 재료비는 1인당 월 6천원으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직업훈련과 자립
지원이 어려웠으며, 분만비의 경우 당시의 일반적 분만의료비용인 25만원의 절반에
도 미치지 못하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 재정적으로 미혼모시설의 운 을 위한 
재정적 상황은 절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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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황정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안에 상담이나 직업보도 규
정이 있잖아요. 부녀과 사업 중에서 윤락여성 상 사업에만 이 법
에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여성 대상 사업에도 별도 법이 미비
하니까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나요?
인터뷰이 E425): ‘우려가 있는 자’,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 이걸 걸
어서 일반 여성도 한 거죠. 법이 없으니까. 미혼모라는 건 어디 법
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모자복지법 생기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지
원을 했냐하면 윤락행위 ‘등’에 걸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연구자: 미연 방지사업, 이런 걸로 말이죠?
인터뷰이 E: 그걸 하려니까, 연못을 파면 고기가 몰려들 듯이 미혼
모라고 시설 해놓으면 더 생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의 어
른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미혼모가 생기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 말
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웃기는 
것이 미혼모라는 말을 못 쓰게 하니까 ‘윤락여성 특수취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세웠어요. 미혼모 위한 예산을. (…) 이 이름 
때문에 왔다하면 이것만 물어봐.(황정미, 2001: 97-98 “인터뷰이 E
씨와의 인터뷰”).(강조는 연구자)

 미혼모 관련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적용
을 통해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미혼모 관련 사업
은 물론 별도의 여성을 상으로 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부녀보호사
업, 부녀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개발국가 시기 이후 지속
되어 온 부녀보호사업의 제도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다
음은 한국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발달과정에 한 연구(여성가족부・한국여
성정책연구원, 2014)에서 인터뷰이로 참여한 보사부 국장이었던 김명숙은 미
혼모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 부족 및 인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425) 1960년부터 70년 의 개발국가 여성정책과 부녀행정에 관한 연구에서 실시한 황
정미(2001)의 인터뷰 면접 상자 가운데 한 명인 인터뷰이 E는 다음과 같은 경력
을 가진 인터뷰이로 소개되어있다. 인터뷰이 E는 1962년부터 1975년까지는 지방 
공무원으로 이후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보사부 부녀국에서 근무하며 부녀과장을 
역임하 으며, 2000년 11월 24일 면접 당시에는 여성단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
다(황정미, 2001: 3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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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를 지원을 해야 하냐. 심지어는 우리 부처에서도 윗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항구를 파면 고기가 몰려들기 마련인데 
미혼모라는 용어를 썼다가 미혼모가 자꾸 생기면 어떡하려고 이런 
용어를 쓰 느냐고 까지 아주 염려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국
회에서도 문제였어요. 비윤리적인 이들을 과연 법으로 도와야 하느
냐 이건 산업화 과정에서 일탈 행위로 생긴 그런 결과 아니냐. 그
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그렇지만은 그때 국내입양은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해외입양을 하는데 그때 말하기 좋게 
나라에서 애 팔아먹는다. 그것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여성계라 던지 학계일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그 의견을 가지고 설득을 시켰죠. 저 있을 때는 모자 시설
에 준해가지고 열 개의 미혼모 시설이 있었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도대체 이 비윤
리적이고 사회에 아주 저급한 인생들을 위해서 왜 국고를 낭비했느
냐 해서 감사원에 불려가가지고 시말서 쓰라고 막 그랬어요. 시말
서를 쓰라 그래서 한 이틀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시말
서 안 썼지요. 심지어는 그런 고충까지 겪었다니까요(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55 “보사부 김명숙 전(前) 국장 인터뷰 
재인용).(강조는 연구자)

 부녀복지 시설 가운데 미혼모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부녀직업보도소는 미혼모
와 윤락여성을 상으로 한 시설이었는데 1990년 전후 시기, 전체 22개 시설 
가운데 10개소가 미혼모를 수용하는 시설(혹은 미혼모와 윤락여성을 함께 수
용하는 시설)이었다. 10개 미혼모 보호시설에 연간 입소하는 미혼모는 490명
으로 전체 부녀직업보도시설 수용실적 1,169명의 42퍼센트에 해당할 정도로 
1980년 를 거치면서 미혼모 사업은 시설수와 입소인원 면에서 부녀직업보도
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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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모자복지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미혼모’ 논쟁

 다음은 1989년 3월에 개최된 제14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모자복지법안(母子福祉法案)426) 심의 당시의 국회에서의 미혼모 보호시설 현
황과 그와 관련된 모자보호 전반을 위한 『모자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
한 국회위원의 질의와 답변 내용이다.  

조찬형 의원 질문: 모자복지법 제4조 용어의 정의에서 「미혼인 여
성」이 나와 있습니다. 미혼(未婚)인 여성(女性)의 모자가정(母子家
庭)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혼여성을 넣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와 같은 미혼여성의 모자가정이 얼마나 돼서 그것을 꼭 보
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통계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모자가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증진할 책
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혼여성의 모자가정까지 보호한
다는 것은 오히려 혼외정사(婚外情事)를 조장하는 비윤리적(非倫理
的)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그에 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신 순 의원 답변: 미혼모 시설은 현재 우리나라에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의 수용인원은 40명입니다. 그
런데 현재 미혼모로 등록된 수는 1만2천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
금 10개 시설에 그 인원을 수용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
서 이번에 모자복지법이 통과되면 점차적으로 보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모자라는 급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지금 모자보호를 왜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것
은 제 입장에서는 제6공화국에 들어서 우리가 복지원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성복지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모자보호
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제13  국회 제145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6호, 1989년 3월 6일, 12-13쪽).(강조는 연구자) 

426) 1989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된 모자복지법 법안은 신 순, 이윤
자, 김장숙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안이었다(제13  국회 제145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6호, 198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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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모자복지법 법안의 발의자 신 순 의원은 미혼모 지원 필요성을 설
명하면서 모자가족에 한 지원은 사회적 필요에 한 공감  형성이나 정치
적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며, 미혼모를 상으로 모자복지법이 통과되어 
현재 모자라는 미혼모 시설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를 지원할 필요
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당시에 모자가정에 한 
지원의 필요성은 물론, 모자가정의 범주에 ‘미혼인 여성의 모자가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는지가 논의되면서 미혼모
에 한 지원은 모자가정 가운데 지원・보호 자격 유무에 한 입장차가 존재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정 모자복지법427)의 적용 상자로 “18세 미만
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음의 여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에 “사실혼 관계
에 있지 않은 미혼모”가 포함됨으로써 미혼모가 모자가정으로서 지위를 법적
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모자복지의 상으로 명시되게 되었다.

ｏ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ｏ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ｏ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모
ｏ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ｏ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ｏ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1990: 16).(강조는 연구자) 

 모자복지법의 보호 상자428)로는 18세미만(단, 취학시는 20세미만)의 아동과 

427) 제정 『모자복지법』은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13
일 보건사회부 시행령이, 다음 해인 1990년 6월 5일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428) 『모자복지법』은 1989년 제정 이후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신해야 하는 모자가정을 정서적, 경제적 기타 사회적 지원하는 것으로 이
후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가족해체 없이는 재혼이 힘든 상황에서 편모가정을 고려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과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상가족을 전제로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자라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전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1997년 경제위기로 여성실업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여성단체들은 여성실
업에 한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도 하 다(김경애・민경자 1998).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자복지정책은 이
전의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소관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여성정책 내의 권익
증진업무(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관련업무)가 여성부로 먼저 이관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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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세 주(또는 세 주
가 아니더라도 세 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가구조로 구성되는 모자가정으
로서 매년도 보건사회부 장관이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
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각각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이었다. 
모자복지법의 보호 상이 되는 모(母)는 아동양육자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
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이었다(『모자복지법』 제4조 1항, 규칙 제2조).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은 이전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적용 상이었
던 미혼모 보호시설과 미혼 여성의 모자가정의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미혼의 임신을 한 미혼모와 그 가운데 양육을 선택한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지
원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여성 모자가정(양육미혼모)복지의 공식화는 관련된 실질적 복지체계 마련
과 예산배정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인식 양상의 중요한 변환점이 되
었다고 하겠다.

  (3) 양육미혼모 지원사업의 도입

 1988년 10월 2일 신문에는 “‘우리 아기’ 외국 보내지 말고 미혼모도 우리들
이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람 사는 정을 심는 모임」(이하 정모임)의 
활동을 소개429)하 다. 정모임은 시인 신경림, 아동문학가 이오덕, 고(故) 전

2005년에 모자복지업무도 「보건사회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2003년 
모자복지법은 부자가족까지 포괄하는 『모부자복지법』 나아가 한 명의 부모로도 충
분하다는 의미에서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 명칭을 개정하 다. 또
한 미혼모의 양육에 한 관심도 확 하여 양육미혼모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시설도 만들었으며, 미혼모시설의 경우 자녀의 초기양육이 가능하도록 미혼모자시
설로 변경하 다(정무장관 제2실, 1995: 170-17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28). 

429) 사람 사는 정을 심는 모임의 기사는 1988년 10월에 처음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모임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1987년 9월말인 것으로 기사는 전하고 있다(한겨레 
1988. 11. 16 “국내입양 전담기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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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양육미혼모 지원단체의 운 기금 
마련 행사에 한 기사

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 등 뜻을 같이하는 50여명이 모여 1987년 9월
에 만든 모임으로 계속 늘어가는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혼모들
이 모성을 포기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도
움을 주기 위해 미혼모 상담과 양육을 실시하고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430). 

431)

 미혼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기를 수 있게 돕는 ‘미혼모자 세  지
원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미혼모 책은 
주로 자녀 입양 알선 위주 으나 미혼모가 자녀를 입양시키지 않고 기를 수 
있도록 1989년부터 미혼모 자녀를 맡아주는 탁아소를 운 해 온 미혼모보호
시설 애란원의 지원 사업이 미혼모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1989년 이후 애란원을 찾아와 자녀양육을 원한 미혼모 30명 가운데 90퍼센트 
이상이 탁아소에 아기를 맡긴 뒤 취업 책을 마련, 자녀를 기르고 있다432). 

430) 한겨레 1988. 10. 2 “우리 아기 외국 보내지 말고 미혼모도 우리들이 돌보자” 
참조.

431) 자료: 한겨레 1992. 5. 5 “미혼모 홀로서기 보금자리” 사진 설명 : ‘사람 사는 
정을 심는 모임’의 회원들이 미혼모의 집 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0년 가
을 명동성당에서 바자회를 열고 있다.

432) 송oo, 25세 송oo은 1남 5녀 중 둘째로 고향에서 중학교 졸업 후 판매원으로 근
무하던 중 가게 손님이었던 김oo(이하 친생부)과 6개월 간 교제 후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시작하 다. 부모 없이 자란 친생부는 혼인신고를 위해 그동안 말소되었
던 주민등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연루되었던 폭행사건의 수배가 확인되어 
체포, 수감되어 1년 6개월 형을 살게 되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송oo은 뜻하지 않
은 친생부의 수형생활로 당황함은 물론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생계가 막연하여 
아기문제를 상담받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아갔고, 홀트아동복지회의 소개로 
애란원에 입소하 다. 친생모 송oo은 아무런 생활 책이 없어 아기를 입양보내기
를 원했으나 상담과정에서 양육을 선택했고, 애란원에서 아들을 출산하 다. 송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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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탁아시설의 증가와 양육미혼모를 위한 
탁아시설 성과에 한 기사

애란원 한상순 상담위원은 “미혼모의 자녀를 맡아주는 탁아프로그램이 많아진
다면 미혼모 자녀의 입양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혼모 보
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60만원이 ‘시설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3개월 이내 혼인 및 출생신고한 자’로 한정돼 있어 미혼모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을 못 주고 있다”면서 미혼모들이 퇴소 뒤에도 자녀를 계속 기를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후속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를 강조하 다433).

434)

 1980년  중반까지 미혼모 상담사업은 표적인 미혼모 보호사업으로 미혼
모 보호시설이나 민간 부녀상담소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던 미혼모 이외의 
부분의 미혼생모를 보호하는 주요 미혼모 사업이었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양육미혼모에 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 제도로서 탁아시설의 확 , 양육미혼모 지원 단체가 설립되면서 입양으
로 집중되어 있던 미혼모 선택지가 확 되면서 미혼모의 해외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상담 수가 급감하 다. 

은 당장 친생부의 옥바라지 및 출소 후를 위해 기술교육보다는 취업을 원했으며, 
파출부로 취업해 저축을 시작했고, 그동안 애란원 탁아소에서 아기를 보호하 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친생부와 의논하여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 다. (친생부
의 출소 이후 송oo은 가정을 이루었고 현재는 농장관리인으로 취업하여 살고 있
다.)(한상순 1993, 421-422. 애란원을 중심으로 본 미혼모의 현황 발표 Case 
Study 사례 ① 연구자 재구성)  

433) 한겨레 1991. 12. 12 “미혼모 홀로서기 탁아시설 큰 성과” 참조.
434) 자료: (왼쪽 위) 한겨레 1991. 12. 12 “미혼모 홀로서기, 탁아시설 큰 성과”(왼쪽 

아래와 사진) 1992.3.4. 한겨레 “‘24시간 탁아소’ 큰 호응” 사진 설명: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주는 24시간 탁아소가 맞벌이부부나 야간근무자들로부터 인기를 얻
고 있다. 사진은 「사랑의 전화」에서 운 하는 24시간 탁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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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최초의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창립에 
한 기사

3절. 미혼모의 모성과 해외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

 1. ‘미혼모’의 양육과 연령에 대한 담론

  (1)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의 대두

 88올림픽의 폐막식이 있었던 1988년 10월 2일 신문 한겨레는 국내에서 처음
으로 해외입양 친생모들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고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민간단체 「사람 사는 정을 심는 모임」(회장 이오덕, 이하 정모임)의 창립에 관
한 기사가 보도되었다(한겨레 1988. 10. 2 “우리 아기 외국 보내지 말고 미혼
모도 우리들이 돌보자”). 

435)

기사는 “‘아기 수출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씻고 우리의 아기들을 우
리가 기르고 미혼모가 아기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려는 모임”으로 
정모임을 소개하면서,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할 뜻을 모은 시인 신경림, 아동문
학가 이오덕,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등 50여명이 모여 지난 9
월 28일에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전하 다. 
 이 모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유럽의 1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
의 지」라는 단체의 협력이 컸다고 전하면서 1984년 이후 서울 종로구 창신
동 ‘개구장이 어린이방’, 경기도 성남시 ‘만남의 집’,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35) 자료: 한겨레 1988. 10. 2 “우리 아기 외국 보내지 말고 미혼모도 우리들이 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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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미혼모 양육지원 민간단체의 활동에 
한 기사

‘보람의 집’ 등의 탁아소와 노동운동 단체를 지원해 온 인간의 지는 정모임
을 통해 미혼모 지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정모임은 창립총회 이후 우선 
서울 창신동 개구장이 어린이방에 사무실을 두고 탁아교사 전순옥 씨가 사무
국장을 맡아 해외입양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첫 민간운동 단체로서 활동을 시
작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1988년 10월 정모임에 한 첫 기사가 나간 뒤 1년 뒤인 1989년 10월 1일 
조선일보는 “「미혼모 보금자리」 결실 이뤄”라는 기사를 통해 창립 1주년을 맞
은 정모임의 활동에 한 기사를 보도하 다. 

436)

 기사는 아동문학가, 시인, 스님, 변호사, 회사원 등 사회 각계 인사 2백명으
로 구성된 정모임은 회원들이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5백만원을 모아 서울 쌍
문동에 미혼모의 보금자리 전셋집을 얻어 짐정리가 한창이라고 전하고 있다. 
정모임의 전순옥 사무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 간은 보금자리가 없는 

신 상담을 주로 하면서 미혼임신부를 만나 아기를 낳도록 돕는 기관에 연결
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아직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1년 간 21명의 미혼모
를 만났는데 이들 부분은 20  초반의 어린 미혼모들로 다음과 같은 상황
에서 해외입양을 권유받은 다음 정모임의 문을 두드렸다고 전한다. 

436) 자료: 조선일보 1989. 10. 1 “「미혼모 보금자리」 결실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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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며 입양을 
시키라고 해서 한번 안아보지도 못 하고 내줬다. 도로 찾을 수 
없겠느냐”, “아기를 기르고 싶은데 아이 아버지가 내놓으라고 한
다.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면 아이를 내가 길러선 안 될 
뿐 아니라 아예 먼나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해외입양을 요구한
다”.(조선일보 1989. 10. 1 “「미혼모 보금자리」 결실 이뤄”).(강
조는 연구자)

 전순옥 사무국장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땅의 건강한 시민으로 기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집을 얻은 것은 바로 이처럼 상담에서 얻은 요구
를 반 해 미혼모를 보는 우리 사회의 눈이 차갑고 부분 젊은 여성인 이들
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어서 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전순옥 사무국장은 이번에 정모임에서 마련한 공간은 미혼모 상담
을 통해 자립할 때까지 아기와 함께 살 곳으로 현재 거주를 원한 사람이 많아 
회원을 더 얻는 로 더 큰 집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미혼모를 보는 우리 사
회의 시각이 차가워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
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당한 채 아기와 생이별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을 갖
고 우리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기르게 
도우며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운동”을 펴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음으로 1992년 5월 5일 한겨레는 “미혼모 홀로서기 보금자리”라는 기사를 
통해 창립 5년째를 맞은 정모임의 활동과 미혼모 양육지원 운동의 상황을 다
음과 같이 보도하 다. 기사에 따르면 정모임의 처음 시작은 서울올림픽을 앞
두고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이 앞 다투어 한국을 ‘세계 제1위의 아기 수출
국’이라고 비난을 하던 1988년 가을, 우리 겨레붙이들이 해외로 팔려가는 것
을 막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서 시작되었다고. 이후 정
모임은 해외입양을 막으려는 노력은 해외입양아동의 60퍼센트가 미혼모의 자
녀라는 점에서 곧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공간 운 으로 이어졌고 처음에
는 서울 쌍문동에 13평의 작은 집에서 시작해 지금은 서울 길음동에 40평의 
공간을 빌려 8쌍의 미혼모자를 돌봐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에 입주한 미혼
모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고 월급에서 5만원의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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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비를 내면 나머지는 모두 저축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모임
이 배려를 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한다.
 최근 2년 동안 정모임을 거쳐 간 미혼모와 아이들은 모두 16쌍으로 그 가운
데 9쌍이 아이의 친부와 결합해 나갔는데, 미혼부들도 미혼모만큼이나 주위의 
질타에 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정모임에서 운 하는 미혼모의 집
에서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와 아이를 보면서 현실을 인정하게 돼 재
결합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정모임의 홍명숙 간사는 설명했다. 그리고 이
렇게 재결합한 미혼모와 미혼부는 이제는 평범한 가정을 꾸며 정모임의 든든
한 후원자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 미혼부와 재결합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미혼
모가 자립해 아이를 계속 기르거나 국내입양 또는 친생부에게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없었다면서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스위스에 본부를 둔 ‘인간의 지’ 독일 지부에서 연간 7만4천 마르크씩 지원
을 받고 있어서 기금 지원을 위해 보사부를 찾아갔지만 복지법인을 설립하거
나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답
을 들었다면서 무조건 수용 인원을 늘리기보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돌봐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운 하고 있다면서 미혼모의집 입소에 한 문
의 전화가 많지만 공간적 여력이 없어 더 받지는 못하고 상담에만 응하고 있
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미혼모들이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을 더욱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내입양을 보내면 다시는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입양에 해 개
방적인 해외로 보내면 먼 훗날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서 해외입양
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홍명숙 간사의 설명을 전했다(한겨레 1992. 5. 5 
“미혼모 홀로서기 보금자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8년 이후 해외입
양 감축에 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민간 운동으
로 이어졌고, 이러한 활동은 점차 친생모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 미혼모가 입
양이 아닌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조금씩 시작하는 역
할을 해주었다. 이어서는 이 시기의 전반적 친생모 감소 추세와 함께 청소
년・10  미혼모의 증가에 한 사회적 담론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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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

 1980년  후반 국내 미혼모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한 미혼모의 감소 
속에 나타난 새로운 추세가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 10 ・청소년 미혼모 비율
이 증가 다. 10  미혼모의 증가는 비단 1990년을 전후한 이 시기 뿐만 아
니라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  초기의 미혼모 증가 담론이 사
회적으로 처음 확산될 때부터 10 ・여공 미혼모의 증가에 한 사회문제화에
서부터 이후 1980년 를 거쳐 1990년  초반까지 지속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1970년 와 80년 의 통계를 통해 볼 때 10  미혼
모의 비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체로 전체 친생모(기혼생모 포
함) 가운데 1970년 에는 10~15퍼센트 정도에서 1980년  중후반까지는 
15~20퍼센트를 차지하던 것이, 1990년을 전후해서는 25~35퍼센트로 높아졌
으며, 본 장에서 살피는 1990년 전후로는 10  미혼모와 25세 미만의 미혼모
를 포함하는 청소년 미혼모의 비율이 전체 친생모의 70퍼센트에 가까운 비율
을 차지하면서 점차 해외입양 친생모의 청소년화(靑少年化) 및 미혼모화(未婚
母化)가 더욱 강화되어갔다.
 1988년 11월 30일 경향신문(관련 사진은 아래 <그림 156>)은 “고학력 미혼
모 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부인회’의 미혼모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미혼모의 학력과 직업, 미혼모가 된 이유 등을 통해 미혼모가 점차 고
학력, 청소년 미혼모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국부인회가 서울, 인천, 부산, 마산, 전, 광주, 제주 등 전국의 3
백84명의 미혼모를 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미혼모의 학력 
분포에서 이전 1982년에는 중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68퍼센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32퍼센트 던 것이, 1988년에는 중학교 졸업자가 26퍼센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미혼모가 58퍼센트(고졸 38.5퍼센트, 졸 19.5퍼센트)로 학력에 
있어서 중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가 
과반을 넘어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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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미혼모의 고학력화와 청소년화의 진행에 
한 기사

437)

 미혼모가 되었을 당시의 직업으로는 공장직공이 23.8퍼센트, 회사원이 18.8
퍼센트, 학생이 14.6퍼센트로 나타났으며, 미혼모가 되어 출산을 한 나이는 
10 가 20.8퍼센트, 20  초반이 43.8퍼센트로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의 
비율이 64.6퍼센트로 나타났다. 특히 기사는 미혼모가 임신사실을 아이의 친
부에게 알렸을 경우, 결혼을 약속한 경우는 13퍼센트에 불과하 으며, 19퍼센
트는 임신중절을 원하 고, 14퍼센트는 연락을 끊었으며, 12퍼센트는 만나주
지 않았으며, 7퍼센트는 자신의 아이인 것을 부정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현
실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혼모는 혼자서라도 낳은 아이를 키
우겠다는 비율이 18퍼센트이며, 자신이 키울 수 없어 입양을 시키겠다는 비율
이 35퍼센트, 아동복지시설에 맡기겠다는 비율이 9퍼센트로 나타난 조사결과
를 보도하 다. 
 기사를 통해 비록 전국적으로 3백여 명의 제한된 인원이지만 한국부인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1988년 당시의 미혼모가 1982년에 비해서 연령상의 청소년 
미혼모의 비율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60퍼센트 내외로 과반수를 넘어서
는 양상이 진행되었으며, 미혼의 임신을 한 경우 생부(生父)인 남성의 책임의
식이 약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사 사진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의 모습과 함께 “미혼모의 상당수

437) 자료: 경향신문 1988. 11. 30 “고학력미혼모 늘고 있다” 사진 설명 : 미혼모의 
상당수는 아기를 입양시키거나 고아원에 맡기고 싶어한다. 늘어나는 해외입양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혼모 예방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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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미혼모의 감소 속에 10  미혼모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한 기사

는 아기를 입양시키거나 고아원에 맡기고 싶어한다. 늘어나는 해외입양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혼모 예방책이 시급하다”면서 해외입양 문제의 원인
으로 미혼모의 임신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혼모 예방이 필요하다
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입양아동은 곧 미혼모의 아이로 전제되었
고, 해외입양 문제는 곧 미혼모 예방으로 연결되었던 당시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1991년 경향신문을 통해 미혼모의 감소 추세 속에 연령상 10  미혼
모의 급증에 한 보도이다. 1991년 12월 14일 경향신문은 “미혼모 줄어든다 
국제여성총연맹 실태 세미나”라는 기사를 통해 해마다 미혼모 발생수가 줄어
들고 있으며, 미혼모 자녀를 국내에서 포용하기 위한 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분회의 주최로 열린 
“미혼모자 현황 및 복지 책 세미나”에서 한국여성개발원 강정숙 책임연구원
의 “인공임신중절 증가 등 이유로 국내 미혼모 발생수는 87년 1만2천5백4명
을 고비로 89년 6천1백56명, 90년 4천7백60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는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미혼모 발생수는 줄어들었으나, “10  미혼모 발생 
증가율은 오히려 80년 17.5%에서, 83년 24.9%, 86년 42.5% 등으로 크게 증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10  미혼모에 한 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설명하 다.

438)

 이날 세미나에서 미혼모 45명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애란원 한상순 원장은 
미혼모가 “아기를 입양시키려는 동기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가 42퍼센트로 

438) 자료: (왼쪽) 경향신문 1991. 12. 14 “미혼모 줄어든다 국제여성총연맹 실태 세
미나” (오른쪽) 경향신문 1991. 10. 5 “무분별 이성교제 10  미혼모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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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고, ‘친부와 결혼할 예정이나 키울 여건이 안 돼서’와 ‘친부가 기혼자
이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어서’가 각각 15퍼센트를 차지했다고 조사 결과를 설
명하면서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해서 75퍼센트의 미혼모가 ‘그렇다’고 답하 다고 전하면서 ”여건이 된다면 
스스로 키우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미혼모의 양육 의사가 높음을 전
하 다. 한림  사회복지학과 허남순 교수는 자녀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위
해서는 ”현행 6세 미만 자녀에게 1일 3백30원을 지급토록 돼있는 아동보조비
를 최소한 생활보호 상자 수준으로 높일 것“과 ”미혼모자에게 정신적・물질
적 지지를 해줄 모자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수용기간을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로 확 할 것“과 함께 미혼모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성교육 실시와 숙
박업소에 반드시피임도구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할 것 등을 주장하 다.
 1992년 8월 16일 경향신문은 “10  미혼모, 누구 책임인가”라는 사설을 통
해 10  미혼모 증가에 해 다음과 같이 우려하 다. 사설은 보사부 통계를 
인용해 1989년 6천백56명 중 10 의 비율이 25퍼센트 던 것이 한 해 뒤인 
1990년에는 31.4퍼센트로 6.5퍼센트 증가했다면서 더 놀라운 것은 “10  미
혼모들이 분만 직후 아를 유기・살해하는 사건마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
를 전하고 있다. 한편 미혼모의 나이는 낮아지고 있지만 학력은 높아지고 있
으며, “낳은 아기의 상당수가 비정하게 죽어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책임
질 수 없는 임신’과 ‘위험하고도 부끄러운 낙태 또는 살인’이라는 반인륜은 심
각한 사회문제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10  미혼모가 늘어나는 이유를 ‘성도덕
의 문란’에 의한 결과이며 온갖 음란, 도색문화가 범람하고 퇴폐와 향락풍조
가 만연하고 있어 10 들의 성윤리나 도덕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
면서 가정에서는 10 의 성적 문란에 해 ‘나이가 차면 다 알게 된다’는 식
으로 자녀를 방치하고, 학교에서는 순결교육이란 이름으로 제 로 된 성교육
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입시위주 교육으로 메말라 버린 학생들의 정서
를 이 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 다.
 1992년 9월 1일 경향신문에는 보름 전의 사설에 해 “10  미혼모 증가추
세, 사회도 책임의식 중요”라는 독자 기고문이 실렸다. 기고문은 “10  미혼
모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아유기・살해까지 한다는 기사는 놀랍다 못해 가슴
을 섬뜩하게 한다”면서 미혼모 문제는 개개인 당사자의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픔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기고문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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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 10  미혼모 비율 증가에 한 기사 

는 미혼모 문제를 ‘일부 탈선 10 들의 비행’, ‘경멸하고 죄악시해야 할 문제’
라는 식의 인식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서 탁아시설 확 , 호적제도의 보완 그
리고 무엇보다 미혼모에 한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439)

 조선일보는 1992년 12월 한국부인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미혼모 가운데 
10 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한 기사를 보도하 다. 기사는 1992
년 11월 7일부터 보름간 서울, 의정부, 평택, 부산 등 상담소, 조산원, 미혼모
시설의 미혼모 2백60명을 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미혼모의 평균연령은 
22세,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60.4퍼센트, 학졸업 이상이 7.3퍼센트로 
1981년 한부인회 조사결과 중학교 졸업 이하가 68퍼센트 던 것에 비해 학
력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 다고 전했다. 한편 미혼모의 임신 동기는 순간적인 
실수(44.6퍼센트), 결혼약속을 하고나서(31.2퍼센트), 성폭행(12.3퍼센트) 순이
었다. 이들 미혼모는 낙태 경험이 없는 비율이 82퍼센트로 1984년의 61퍼센
트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혼모 자신은 아이에 해 책임감이 생겼
다는 경우가 71.9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지만, 임신과 피임에 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16.2퍼센트에 불과하 으며, 임신과 피임에 해 약간 알고 있다
는 비율이 51.5퍼센트로 부분의 미혼모들이 임신과 피임에 한 불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임신중절을 하지 않고 출산한 
이유로 37.3퍼센트가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해 성에 한 
지식 부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임신중절을 않은 이유 가운데 태아 

439) 자료: (왼쪽) 조선일보 1992. 12. 8 “미혼모 36%가 10 ” (오른쪽) 경향신문 
1992. 8. 15 “미혼모 10  비중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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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낳았다는 비율도 24.6퍼센트로 높게 나타났다고 조사는 
밝혔다. 한편 친생부에 관해서는 미혼모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미혼부는 
책임을 미혼모에게 돌리며 낙태를 강요한 경우가 56.6퍼센트 던 반면, 결혼
을 약속하고 장래를 걱정한 미혼부는 24.6퍼센트에 그쳤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경향신문 1992. 12. 8 “미혼모 68%가 고졸이상”). 이처럼 1990년을 전
후해 친생모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 미혼모는 그 절 수로는 꾸준한 감소가 진
행되었지만, 그런 추세 속에서 상 적으로 10 ・청소년 미혼모의 비율은 높
아지는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하 다.

 2. 해외입양에 대한 이상화된 인식의 균열

  (1) 해외입양 재현의 변화: ‘인도적 사랑의 실천’에서 ‘입양시장의 아동매매’로

   ① 해외입양가정 및 해외입양에 대한 재현의 변화

 1980년  초반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과 양부모 가정의 사랑 속에 재현되던 
해외입양 가정과 부모는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전과 달리 아이들의 표정이
나 감정의 재현되는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하 다. 이는 한국에서 입양되기 위
해 공항에서 입양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아동을 재현하거나,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 1980년  초반과는 다른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전의 재현이 주로 가족 내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던 반면,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입양되는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서구의 성인들에 한 재현이 변화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현 관점의 미묘한 변화는 사진 속 재현으로는 판단
이 어렵지만 이 시기의 해외입양 및 국가간입양에 한 보도 내용과 재현에서
도 이러한 변화는 유사한 변화를 보 다. 먼저 아래 <그림 159>는 한국 공항
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해외입양아동과 아이들을 안고 있는 해외입양부모에 
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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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해외입양 출국을 기다리는 해외입양 아동과 
입양부모에 한 사진기사

440)

 별도의 기사가 아닌 사진만을 단신으로 보도한 두 기사는 사진에 덧붙인 설
명을 통해 사진에 한 언론사의 인식을 명확히 읽을 수 있는데 왼쪽 경향신
문 사진의 경우 사진 설명으로 “해외에 입양되기 전 양부모의 품에 안긴 어린
이들. 선진 한국의 그늘에 가려진 해외입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
사업단체, 미혼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이고 
있는 것은 언론사의 사진을 보는 시선 속에서 해외입양이 더 이상 단순한 아
동구호이자 이주로서 해외입양이 아닌 점차 국가와 국민의 관심을 통해 해결
해야 할 공동의 과제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입양아동의 표정과 해외입양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 한 감정은 
분명 4장에서 살펴본 입양부모에 한 시선과는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다
음으로 오른쪽 동아일보의 사진도 또한 앞선 경향신문 사진과 마찬가지로 별
도의 기사가 없이 사진과 사진설명만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보도되었다. 사진
은 유모차를 타고, 인솔자의 품에 안기고 의자에 앉은 각각의 모습을 한 해외
입양아동이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에 한 설
명은 “국민소득 4천 달러를 달성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5천 달러의 입양보

440) 자료: (왼쪽) 경향신문 1989. 1. 30 “해외에 입양되기 전 양부모의 품에 안긴 어
린이들” 사진 설명 : 해외에 입양되기 전 양부모의 품에 안긴 어린이들. 선진 한국
의 그늘에 가려진 해외입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사업단체, 미혼모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오른쪽) 동아일보 1989. 5. 10 “5월의 김
포공항 줄이은 해외입양아” 사진 설명 : 국민소득 4천 달러를 달성한 우리 사회에
서 아직도 5천 달러의 입양보조금에 해외가정으로 팔려가는 어린이들이 한 해 6천 
명씩 된다.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기위해 탑승을 기다리는 입양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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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0> 해외입양 및 국가간입양에 한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기사

조금에 해외가정으로 팔려가는 어린이들이 한 해 6천 명씩 된다. 김포공항에
서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탑승을 기다리는 입양아동들”로 소개되었다. 이 사
진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국민소득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연간 6천 명씩을 ‘입
양보조금’에 아이를 해외가정으로 팔고 있다는 설명은 해외입양이 이전과 달
리 금전적 거래로 바라보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의 전환 속에 아이들의 표정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며, 입양부모로 
보이는 사진 속의 인솔자와 아이들의 표정이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는 듯 한 
모습에 가깝다. 

441)

 1990년을 전후로 나타난 한국 해외입양에 한 인식과 재현의 변화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간입양에 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도되기 시
작했다. 1991년 11월 국가간입양에 있어서 서구의 백인가정으로 입양되는 국
외 아동의 수가 미국의 경우 1989년에 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포함해 급
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간입양에서 한국이 그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내 송출국이었지만 이제는 루마니아와 콜롬비아가 한국보다도 더 많은 아동
을 입양보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두 번째 순위의 송출국이 되었다는 기사들
이 보도되었다.
 경향신문은 1989년 10월 매년 미국으로 입양되는 해외 어린이수가 만명을 넘
어섰다고 발표한 미국 국가입양위원회 윌리엄 피어스 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

441) 자료: (왼쪽) 경향신문 1991. 11. 4 “해외입양 ‘수요와 공급 완전일치’” (중앙) 
경향신문 1989. 10. 3 “미국 입양어린이 한국 등 만(萬)명 돌파” (오른쪽) 동아일보 
1992. 1. 23 “(美) 입양 한국고아 작년 천5백여 명 루마니아 이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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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국가간입양으로 남미 
국가를 찾은 미국과 유럽의 부모들에 

한 기사

하 다. 기사는 1987년 미국으로 해외에서 입양된 어린이는 만19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미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입양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으로 입양된 국가
간입양 아동의 출생지역은 아시아가 7천6백14명으로 가장 많으며, 유럽은 백
22명에 불과하다고 전하면서, 아시아 해외입양의 주류는 한국 어린이 으며, 
미국 내에서는 뉴욕 주(州)의 입양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도하

다(경향신문 1989. 10. 3 “미국 입양어린이 한국 등 만(萬)명 돌파”). 
 다음으로 동아일보는 1992년 1월 23일 기사는 1991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동수가 천5백34명에 이르렀으며, 최근 몇 년간 한국에
서 미국으로의 입양아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주요 ‘고아수출
국’이라고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 최근호는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고아 수는 2천2백87명을 입양한 루마니아에 이
어 두 번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정부는 국내입양을 권장하는 법을 통과
시키긴 했으나, 정부의 법률에 의한 해외입양 감소보다는 서울올림픽 전후로 
고아를 수출한다고 한국정부를 비난한 미국 언론의 보도 이후 한국 어린이 입
양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442).

443)

442) 자료: 동아일보 1992. 1. 23 “미(美) 입양 한국고아 작년 천5백여 명 루마니아 
이어 2위”

443) 자료: 경향신문 1991. 11. 4 “해외입양 ‘수요와 공급 완전일치’”사진 설명 : 페
루출신 입양아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미국, 유럽의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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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은 1991년 11월 4일 기사를 통해 국의 타임(the Times)지가 기
획 보도한 국가간입양에 한 특집 기사를 인용한 기사를 보도하 다. 기사는 
“서유럽이나 북미 등 이른바 ‘잘사는 제1세계’와 아시아나 남미, 동유럽 등 
‘가난한 제3세계’ 간에 이루어지는 국가간입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제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절 빈곤과 늘어나는 미혼모로 아동복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빈곤국의 요
구가 결합된 것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을 전후해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입양은 연간 2만명을 넘어섰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입양을 보내는 주요국은 루마니아, 한국, 브라질, 인도, 페루, 태국, 과테말라 
등이며 그 가운데 한국은 1990년 기준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아동
을 입양 보내 국가라고 보도하 다. 기사에 따르면 입양을 받는 국가로는 미
국이 지난 20년간 14만여 명, 다음으로 스웨덴이 3만2천여 명, 네덜란드가 만
8천여 명, 덴마크가 만천여명의 제3세계 어린이를 입양 받았다고 전했다. 한
편 부분의 입양은 공인된 기관(정부산하기관, 교회, 비 리법인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불법 암시장과 그와 유사한 반(半)암시장도 형성되어 있다면서, 필
리핀에서는 40달러, 엘살바도르에서는 65달러에 유아들이 거래되기도 하며, 
스리랑카의 휴양지에서는 공공연하게 아기교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천에서 5천 달러 사이의 요금을 지불하는 반면, 아이의 어머니들은 50달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는 1991년 7월 외국입양을 전격 금지
시켰는데 이는 독일, 미국 등으로 부모가 경매를 통해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
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번하고 있다(경향신문 1991. 11. 4 “해외입양 
‘수요와 공급 완전일치’”). 
 국가간입양은 규모와 목적에 있어서 이전에 재현되던 것과 달리 수요와 공급
의 원리에 의해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각각의 필요에 의해 금전을 매개로 이
루어지는 일종의 시장인 것처럼 소개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국제적 시각은 
한국의 언론에서도 그 로 받아들여져 이전과는 다른 해외입양에 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향을 주기 시작하 다. 
 위의 경향신문 기사에 실린 국가간입양 부모들이 남미의 출생국을 찾아 입양
아동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의 사진에서 한국의 공항에서의 인솔자와 
입양아동의 표정 사이의 미묘한 차이처럼 이 사진에서도 입양부모의 표정과 
아이들의 표정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것처럼 재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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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미국으로 입양된 한 해외
입양 여아의 시민권 취득에 한 기사

444)

 위 <그림 162>는 1989년 7월 1일 경향신문은 미국 AP(The Associated 
Press)통신의 보도 사진을 인용해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사문 없이 사진과 사
진설명만을 보도한 것이다. 사진설명으로는 “한국태생으로 생후 4개월 미국에 
입양됐던 매건 엘리자베스 리 잉글런드양(4)이 29일 미국독립을 기념하는 국
제자유페스티벌에서 양부모와 함께 성조기를 든 채 미국시민으로서의 선서를 
하고 있다”고 적고 있는데 기사에서 한국아동의 표정이 기쁨과 환희에 차있다
기 보다는 선명하지 않는 감정을 담고 있는 표정에 가깝게 재현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외입양아동과 해외입양부모의 재현이 변화한 것은 단순히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해외입양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라기보다 이전에 바라보던 시선
과 달리 다른 관점에서 긍정성과 부정적 측면, 특히 주요 해외입양 출생송출국
으로 한국 사회가 공유하게 된 해외입양에 한 복합적인 감정을 이러한 해외
입양 관련 재현에 반 해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44) 자료: 경향신문 1989. 7. 1 “미국입양아 미(美)시민 선서” 사진 설명 : 한국태생
으로 생후 4개월 미국에 입양됐던 메건 엘리자베스 리 잉글런드양(4)이 29일 미국
독립을 기념하는 국제자유페스티벌에서 양부모와 함께 성조기를 든 채 미국시민으
로서의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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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 해외입양인 수잔 브링크의 이야기를 담은 
화와 한국 방문에 관한 기사

   ② 해외입양인 삶에 대한 이상화된 인식의 균열

 1980년  후반 한국 사회의 해외입양과 해외입양인에 한 인식은 잘사는 
나라의 행복한 가정, 배고프지 않고 학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이상적 가정으로 입양된 ‘선택받은’ 아이들에 가까웠다. 그러나 1980년  후
반 한국사회의 해외입양인과 그들의 (입양국에서의) 삶이 기 와 다른 다양한 
면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 다. 그러한 해외입양(인)에 한 한국사회의 인
식 변화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스웨덴으로 입양된 한 해외입양인의 일 기
를 담은 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감독 장길수, 개봉일 1991년 9월 21일)
이었다.

445)

 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의 줄거리는 (3장 4절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 A1
로 소개된 바와 같이) 1966년 남편을 사고로 잃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어머
니에 의해 스웨덴으로 입양된 신유숙(최진실 분)은 스웨덴의 입양가정에서 수
잔 브링크라는 이름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수잔 브링크는 주변 친구와 가족에

445) 자료: (왼쪽 위) 동아일보 1991. 9. 27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이 땅의 부모에 
보내는 절규” (왼쪽 아래) 경향신문 1990. 12. 15 “스웨덴 입양아 수잔 브링크 양 
기구한 사연 화화 된다” 사진 설명 : 딸 엘레노라와 함께 스웨덴 입양아의 기구
한 인생을 털어놓고 있는 수잔 브링크양 (오른쪽) 동아일보 1991. 10. 5 12면에 실
린 화 광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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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종차별과 무시를 당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힘겨운 성장기를 거친 수잔 브링크는 
18세가 되어 집을 나와 홀로 살게 된다. 이후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
지만 남자는 떠나버리면서 미혼모가 된다. 이후 그녀는 자살 기도를 거듭하다
가 종교를 통해 삶에 한 의지를 키워나간다. 그러던 중 1989년 스웨덴 선교
사의 도움으로 한국의 방송사의 3부작 특집극 「우리는 지금-해외입양아」편에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게 되고, 방송이 나간 후 한국의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듣고 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머니와 마주하면서 수잔 브링크는 기쁨의 눈
물 속에 기나긴 외로움을 끝낸다(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수잔 브링크의 아
리랑” 참조446)). 이 작품은 한국전쟁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면서도 오
랫동안 간과되어 왔던 해외입양인의 삶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해외입양을 지
속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 한 여성의 삶을 
통해 담아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스웨덴으로 입양된 수잔 브링크 사례는 한국 
사회가 해외입양과 해외입양된 입양인의 삶에 한 인식을 기존의 이상적, 긍
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보다 입양인으로서 입양국가와 사회
에서 다른 국가에서 태어나 홀로 새로운 가족에 입양되어 다른 피부색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의 실질적 어려움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의 1992년 9월 23일 덴마크로 입양되어 코펜하겐 시청 사회복지국에서 
일하는 한 한국 해외입양인(한국명 이유순, 이하 기고자)의 기고문은 해외입양
의 삶에 담긴 양가적이고 독특한 경계인으로서의 삶의 고민을 전하고 있다. 
덴마크로 입양된 한국계 입양인의 기고문은 사회복지국에서 일하는 기고자에
게 한국에서 두 딸을 입양한 덴마크의 입양모로부터 “자신의 두 아이가 어려
서부터 그들의 뿌리를 확인하고 그 사회에서 느끼는 이질감을 극복해 정신적
으로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고 싶다”며 보낸 편지와 이후의 만남, 자신의 
소회(所懷)를 한국의 언론에 전하는 것이었다. 입양모의 편지를 받고 기고자 
자신이 입양되던 때를 떠올리며 자신의 집으로 초 해 만나는 자리에서 기고
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또 한국 음식을 마련한 식탁에서 
두 입양 여아의 작은 손을 잡고서 느낌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446)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검색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홈페이지http://ency
korea.aks.ac.kr/Contents/Item/E00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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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고 잘 자라던 어린 아이들이 갈등을 겪는 것
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나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
가?”, “왜 나는 여기에 왔나?”, “버림받은 이유는 뭔가?”하는 물음
을 수없이 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이 공허할 뿐이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고민 끝에 마침내 집을 나가 젊은 날을 헛보내는 것
을 나 자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두 아이 모습이 도리어 가
슴을 아프게 했다. 이 아이들이 마지막 한국 입양아가 됐으면 하는 
부질없는 바람도 가져보았다. 먼 이국땅에서 고국을 그리는 이들의 
아픔을 한국 정부와 한국인 모두가 조금씩 나눠가져야 하지 않을까? 
(…) 악착같이 한국인의 뿌리를 찾았고 결혼도 한국인과 한 나를 비
롯해 많은 이들이 비록 조국에서 멀고 먼 이곳에 있지만 가슴에는 
항상 우리 민족의 따사로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고국에 알리고 
싶어 이 글을 띄운다(기고자: 이유순[YooSoon Lee], 한겨레 1992. 
9. 23 “해외입양아의 ‘고향’”).(강조는 연구자)

 1980년  후반 한국 사회는 아동으로 입양된 입양아(兒)에서 입양성인으로 
성장한 많은 해외입양인의 한국 방문과 가족찾기, 가족상봉은 물론 입양국에
서의 해외입양인의 삶에 해 보다 진지한 그리고 기존의 단편적으로 잘사는 
나라의 가정으로 입양되어 행복한 삶을 살 것으로 기 했던 한국 사회, 국가, 
친생가족의 기 와 다른 이면의 삶의 어려움과 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 해
외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에 해 인식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해외입양을 이전과 달리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 다기 보다 
해외입양이 어떤 어려움도 없는 이상향으로 그려지던 것에서 보다 현실적인 
다양한 (국내에서는 겪지 않을 어려움이 존재하는) 또 다른 삶의 기회이자 어
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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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4> 해외입양의 리화와 해외입양기관 알선경쟁에 
한 비판 기사

  (2) 해외입양 아동 재현의 변화: ‘버려진 아이’에서 ‘우리의 아이들’로

 1988년 이전까지 해외입양에 한 접근은 개별 해외입양 아동의 가족을 찾
아주기 위한 이상적인 혹은 안적 국내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면, 1988년 이후 언론의 
보도 관점은 입양아동 자체나 국내의 복지 상황에 주목하기보다 입양국 국가 
관점에서 접근이 보다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해외입양은 해외입양 아동이 다
른 국가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던 양상이 이
제는 인종적으로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제3세계에서 제1세계, 비서구 유색인 
사회에서 서구 백인 사회로) 사회적, 국가적 불평등한 세계의 구조 속에 이루
어지는 일종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이주로 비춰지기 시작한다.

447)

 홀트아동복지회 등 해외입양기관들은 입양아동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고아원 
등 복지시설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양육비, 사례금 명복으로 막 한 자금을 
준 것으로 보사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1989년 9월 26일 보사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1989년도 보사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국외입양 상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1986년부터 88년 성로원 등 51개 사회복

447)자료: (왼쪽 맨 위) 한겨레 1989. 2. 16 “‘수출’되는 아기들과 민족의 자존” (오른
쪽) 조선일보 1989. 2. 2 “해외입양기관 아기확보 경쟁” (왼쪽 중간) 한겨레 1989. 
9. 27 “입양아 확보위해 ‘뒷돈’ (왼쪽 맨 아래) 동아일보 1989. 11. 3 “입양알선 
리목적 버려라”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478 -

지시설에 입양 상 아동 1명당 6만원씩의 양육비와 입양 때 20만원의 사례비
를 주는 등 총 7억8천8백23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수입증 를 겨냥해 의료기관에서 미혼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를 넘겨받아 
입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입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병의원과 조산소 등에 
분만비, 산후조리비, 아기용품지원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자금 지원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1988년 일부 의료기관에 신생아 1명당 7만에서 9만원씩 최하 5
천만 원에서 최고 1억7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주었고, 1천에서 1천백여 명씩의 
미혼모 신생아를 확보해 입양시켰다. 한편 고아원을 비롯한 다른 사회복지시
설에 해서도 매년 1억에서 2억 원까지를 지원금으로 주고 그곳에 수용 중
인 어린이를 빼내 해외입양시키고 있다(동아일보 1989. 11. 3 “입양알선 리
목적 버려라”).
 1988년 초반 해외입양에 한 국외・국내의 비난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한국외국어 학교 교수로 스웨덴에 오랜 동안 체류한 바 있는 교민 변광수는 
기고를 통해 해외입양인을 바라보는 교민으로서의 경험을 전하면서 해외입양
을 줄이기 위한 제언을 전했다. 기사는 “최근 미국의 언론들은 올림픽과 관련
하여 한국을 고아수출 세계 제1위국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아동들의 해외입양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명예는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을 여행하면서 만나는 동양계 
소녀들은 부분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들이라면서, 스웨덴의 경우 인구 8백40
만 가운데 6천5백여 명의 한국 입양인이 있으며, “그 먼 타국 땅에서 내 자식
과 똑같이 생긴 입양아들을 문득 보게 되면 반가운 마음보다는 측은하고 창피
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그들이 자랑스런 어린이 문화사절단이 아닌 한국의 
가난을 표하는 상징적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면서, 뉴욕 타임즈의 지적처럼 
6・25전쟁 직후 시작된 전쟁고아의 해외입양이 국민소득 3천 달러에 올림픽
을 개최할 만큼 부강해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어떤 구실로
도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적었다. 변광수 교수는 국가의 체모와 수많은 해
외동포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현상인 해외입양이 더 나아가 한국사회와 정
부가 그동안 이룬 발전상이 외적 고아수출국 이미지로 크게 희석되고 있음
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미혼모들의 출산을 방지하기 위
해 효과적인 성교육의 강화를 제안했는데 성을 금기시하던 전통적 윤리관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임법을 상세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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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해외입양

세 해외입양기관의 연간 해외입양 아동수 세 해외입양기관 
외 해외입양

홀트아동복지회 
(비율, %)

한사회복지회 
(비율, %)

동방사회복지회 
(비율, %)

아동수
(비율, %)

1988 6,463 2,749 (42.5) 1,299 (20.1) 1,816 (28.1) 5,864 (90.7)
1989 4,191 1,881 (44.9) 663 (15.8) 1,382 (33.0) 3,926 (93.7)
1990 2,962 1,344 (45.4) 363 (12.3) 987 (33.3) 2,694 (91.0)
1991 2,197 927 (42.2) 273 (12.4) 786 (35.8) 1,986 (90.4)
1992 2,045 988 (48.3) 271 (13.3) 824 (40.3) 2,083 (101.9)
평균 3,572 1,578 (44.2) 574 (16.1) 1,159 (32.4) 3,311 (92.7)

<표 109> 연간 해외입양과 주요 해외입양기관의 해외입양 아동수 
(1988년~1992년)

조하면서, 중고교의 성교육 내용이 단순히 여성의 생리현상을 설명하는 차원
을 넘어 피임을 남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 다. 한편 정부는 사
회정책 분야의 과감한 변화를 통해 종교단체에 의존하던 고아양육을 국가차원
에서 떠맡아야 함을 제안하 다448).

4절. 친생모의 선택지 확대와 입양결정

 1. 통계로 본 해외입양 친생모

  (1) 해외입양 친생모의 연령과 혼인여부

449)

448) 동아일보 1988. 5. 3 “고아수출국 오명 벗는 길”
449) 자료: ① 전체 해외입양: 재외동포재단, 2006. ②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

회, 2005. ③ 한사회복지회: 한사회복지회, 2004. ④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사회
복지회, 2003. 비고: 1991년의 경우 세 해외입양기관의 합계가 전체 해외입양 아
동수합계보다 많게 나타나는데 이는 두 합계 자료 가운데 한 쪽이 잘못 집계된 데 
따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추후 재확인과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480 -

 친생모
유형

연도

입양상담
친생모 
합계

유형별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
입양상담 수 입양상담 비율

기혼
생모 

미혼 
생모

부모사망  
・정보 
미상

기혼
생모 

미혼 
생모

부모사망  
・정보 
미상

1988 3,848 1,233 2,536 79 32.0 65.9   2.1   
1989 2,615 804 1,728 83 30.7 66.1 3.2 
1990 2,016 638 1,344 34 31.6 66.7 1.7 
1991 1,538 429 1,072 37 27.9 69.7 2.4 
1992 1,601 361 1,222 18 22.5 76.3 1.1 
평균 2,324 693 1,580 50 29.0 68.9 2.1 

<표 110>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 유형별 구성 (1988년~1992년)

<그림 165>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 유형별 
구성 (1988년~1992년)

450)

451)

 친생모 유형별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위 <표 110>과 <그림 165>와 같
이 전체 입양상담 친생모의 수(정보 미상 포함)가 1988년 3천8백48명에서 
1990년 2천16명, 1992년에는 천6백1명으로 5년 동안 58.4퍼센트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친생모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입양상담을 한 미혼생모의 경
우 1988년 2천5백36명으로 전체 입양상담의 65.9퍼센트를 차지하 는데, 

450) 자료: 노상학, 1996: 221 자료 재구성.
451) 자료: <표 110>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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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모
친생모

연도

입양
상담 

친생모
합계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 연령
연령별 친생모 수 연령별 친생모 비율

10

20 30  이상

10

20 30  이상

21-
25세

26-
30세

30  
40
이상

21-
25세

26-
30세

30
40
이상

1988 3,848 1,057
2,028 685

27.5
52.7 17.8

1,253 775 565 120 32.6 20.1 14.7 1.0

1989 2,625 827
1,345 424

31.5
51.2 16.2

891 454 356 68 33.9 17.3 13.6 3.0

1990 2,016 633
1,025 330

31.4
50.8 16.4

686 339 270 60 34.0 16.8 13.4 4.0

1991 1,538 543
777 201

35.3
50.5 13.1

509 268 181 20 33.1 17.4 11.8 4.4

1992 1,601 604
791 199

37.7
49.4 12.4

554 237 178 21 34.6 14.8 11.1 4.7

<표 111>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연령별 구성 (1988년~1992년)

1992년에는 천2백22명으로 절 수로는 감소하 지만, 비율로는 76.3퍼센트로 
10.4퍼센트가 증가하 다. 상 적으로 해외입양 친생모로 그 수가 적었을 것
으로 기 된 기혼생모의 경우 1988년 천2백33명으로 전체 입양상담의 32퍼센
트를 차지하 으나, 1990년 6백38명으로 31.6퍼센트, 1992년 3백61명으로 
22.5퍼센트로 비율상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부
모와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는 1988년 79명으로 전체 입양상담의 2.1
퍼센트로 낮았으며, 1992년에는 18명으로 1.1퍼센트로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5장에서 살피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시기의 입양상담 친생모의 구성에서
는 전체적 감소 추세 속에 미혼생모의 비율이 증가하고, 기혼생모의 비율은 
상 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혼인유무별 입양상담 친생모 
구성 비율의 변화가 시기적으로 1991년 이전에는 비율상의 변화가 적었으나, 
1991년과 1992년에는 이전과 다른 비율 증감의 차이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

다. 위 <그림 165>는 입양상담 친생모의 감소 추세 속에 기혼생모와 미혼
생모가 비율 면에서 각기 다른 구성 비율 증감을 나타냈던 양상과 시기별 변
화 추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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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326 733
1,194 368

32.7
51.3 15.2

779 415 310 58 33.5 17.8 12.9 3.6

연도
미혼
생모
합계

한부인회 조사 미혼생모
연령별 미혼생모 수 (명) 연령별 미혼생모 비율 (%)

10 20 30  10 20 30

<표 112> 한국부인회 설문조사 내 미혼생모 연령별 구성 (1988년, 1992년, 1993년)

<그림 166>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연령별 구성 (1988년~1992년)

452)

453)

 전체 연령 에서 감소가 나타났지만, 감소폭에 있어서 10 의 비율이 상 적
으로 낮았다. 즉, 이 시기 20 의 경우 2천28명에서 7백91명으로 61.0퍼센트
가 감소했으며, 30 의 경우 5백65명에서 백78명으로 68.5퍼센트가, 40  이
상도 백20명에서 21명으로 82.5퍼센트가 감소했다. 하지만 10 의 경우 천57
명에서 6백4명으로 42,9퍼센트가 감소하여 비율상으로 낮은 감소를 보 다. 
그 결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10 의 비율은 1988년의 27.5퍼센트에서 1992년 
37.7퍼센트로 37.1퍼센트가 증가하 다. 위 <그림 166>은 연령별 친생모 감
소 추세 속에 연령별 비율에서 10 의 급증과 다른 연령 의 상 적 감소 추
세를 보여준다.

452) 비고: 비율은 친생모 연령을 모르는 경우를 포함하여 환산함. 자료: 노상학, 1996: 216.
453) 자료: <표 111>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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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4세

25-
30세 이상 20-

24세
25-
30세 이상

1988 384 -
-

- 22.6
64.4

13.3
- - 45.6 18.8

1992 260 94
158

9 36.2
60.7

3.2
121 37 46.5 14.2

1993 248 139
97

9 56.0
39.0

3.6
76 21 30.6 8.4

<그림 167> 한국부인회 설문조사 내 미혼생모 
연령별 구성 (1988년, 1992년, 1993년)

454)

455)

 1980년  초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미혼모와 관련한 조사와 토론회를 개
최하 던 「한국부인회」의 미혼모 통계 가운데 5장에 해당하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미혼모 연령 추이 또한 비율로는 차이가 일부 있지만456), 전체

454) 자료: 한국부인회 총본부 1996 『윤락여성 및 미혼모에 한 자료집』 미혼모 연
령통계 추이(1982년~1993년 중 자료 제시 연도 통계 재구성) 자료 조사일과 통계 
모집단 수: 1988년(1988. 10. 21~10. 31, 384명), 1992년(1992. 11. 7~11. 22, 
260명), 1993년(1993. 10. 20~11. 20, 248명)

455) 자료: <표 112>와 동일함.
456)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상담 친생모의 연령이 1992년의 경우 10 가 37.7퍼센트, 

20 가 49.4퍼센트 30 가 11.1퍼센트, 40  이상이 1.3퍼센트를 차지한 반면, 한
국부인회(1996)의 미혼모(미혼생모) 연령별 구성비는 1992년 10 가 36.2퍼센트, 
20 가 60.7퍼센트, 39 가 3.2퍼센트로 10 의 경우 비슷하지만, 20 와 30  이
상의 경우도 1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 기혼
생모를 포함하는 관계로 상 적으로 고연령 친생모(20  후반과 30  이상)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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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생산 기관 연도 연령별 구성비 (%)
10 20 30  이상

한국부인회 
조사 미혼생모

1992 36.2 60.7 3.2

홀트아동복지회
조사 친생모

1991 35.3 50.5 13.1

보건사회부
조사 친생모

1991 23.3 67.2 9.5

<표 113> 1990년  초반 보사부, 홀트아동복지회, 한국부인회 친생모 및 
미혼생모 연령 

적 구성 증감 추세는 유사한 형태를 보 다. 위 <표 112>과 <그림 167>과 같
이 한국부인회(1996) 『윤락여성 및 미혼모에 한 자료집』 내 미혼생모 1982
년부터 1993년까지의 조사 상 미혼생모 연령통계 추이에 따르면 10 의 경
우, 1988년 22.6퍼센트 던 것이 1992년에는 36.2퍼센트, 1993년에는 전체의 
56퍼센트로 10  미혼생모 비율이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 시기에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의 경우는 20  전체의 비
율이 1988년 64.4퍼센트에서 1992년 60.7퍼센트, 1993년 39.0퍼센트로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20  초반인 20세
에서 24세 사이의 미혼생모 비율이 1988년 절반에 가까운 45.6퍼센트에서 
1992년 46.5퍼센트로 일부 증가한 이후 1993년에 30.6퍼센트로 크게 감소하
는 양상을 보 다. 한편 20  후반의 경우 상 적으로 20  초반이나 10 에 
비하여 훨씬 낮은 비율을 보 는데 25세에서 30세의 비율이 1988년에는 18.8
퍼센트, 1992년에는 14.2퍼센트, 1993년에는 8.4퍼센트로 감소하 다. 30  
이상의 미혼생모 비율은 한국부인회의 조사에서는 1988년 13.3퍼센트에서 
1992년 3.2퍼센트, 1993년 3.6퍼센트로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점차 더 
낮아지는 추세를 보 다.

457)

된 것이며, 한국부인회의 경우 미혼모시설을 중심으로 해외입양기관의 (기혼생모 
제외) 미혼생모만을 상으로 한 설문의 결과인 점, 그리고 통계적 집단수가 1992
년의 경우 2백60명으로 상 적으로 적었던 점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시기별 구성비의 증감 추세는 체로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57) 비고: 홀트아동복지회 비율은 친생모 연령을 모르는 경우를 포함하여 환산한 것
임. 자료: ① 한국부인회: 한국부인회 총본부, 1996. ② 홀트아동복지회: 노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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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1990년  초반 보사부, 홀트아동복지회, 
한국부인회 친생모 및 미혼생모 연령

458)

 <표 113>과 <그림 168>의 비교를 통해 보건사회부 통계에 비해 한국부인회
와 홀트아동복지회의 통계에서는 10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 의 
비율은 두 기관의 통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30  이상의 
경우는 반 로 보건사회부 통계에서 9.5퍼센트에 비해 홀트아동복지회는 13.1
퍼센트로 더 높게, 그리고 한국부인회의 경우 3.2퍼센트로 훨씬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성단체(한국부인회), 해외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보
건사회부(정부)의 친생모(또는 미혼생모)의 비율이 차이가 큰 것은 집계의 
상과 사례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사회부의 경우 특징적으

구분
해외입양 친생모 연령

14세~
20세 미만

20세~
24세 미만

24세~
30세 미만

30세~
40세 미만

40세 
이상 합계

친생모 수 503
860 588

157 48 2,156
1,448

친생모 비율 23.3
39.9 27.3

7.3 2.2 100.0
67.2

<표 114> 1991년 연간 해외입양 친생모의 연령별 분포
1996. ③ 보건사회부: 안창 , 1992. 

원자료: 보건사회부 행정자료. 자료: 안창 , 1992: 38 “아동생부모 연령별 현황”
458) 자료: <표 113>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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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사유

연도

입양
상담

친생모 
합계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 입양사유

무계획 임신 무계획 임신 외 
친생부모 입양사유

상담수 비율
경제적 
빈곤 

(비율)
이혼

(비율)
가정
파탄

(비율)

부모
사망

(비율)
기타

1988 3,290 2,359 71.7 255
(35.2) 

236
(32.6) 

134
(18.5) 

100
(13.8) 206 

1989 2,301 1,644 71.4 179
(37.3) 

171
(35.6) 

81 
(16.9)

49
(10.2) 177 

1990 1,642 1,167 71.1 144
(42.9) 

111
(33.0) 

55 
(16.4)

26
(7.7) 139 

1991 1,341 910 67.9 129
(35.1) 

98
(26.6) 

87
(23.6)

54
(14.7) 63 

1992 1,379 1,064 77.2 81
(39.3) 

70
(34.0) 

37
(18.0) 

18
(8.7) 109 

<표 115>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입양사유별 구성 (1988년~1992년)

로 10 의 비율이 가장 낮은데 이는 (미혼생모와 기혼생모가 모두 포함된) 친
생모 가운데 10 의 비율이 높은 미혼생모 외에 기혼생모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친생모 통계인 관계로 10 의 비율이 상 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반면 한국부인회의 경우 10 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단체에서 미
혼생모를 상으로 전수(全數) 조사가 아닌 설문조사에 바탕을 둔 것으로 기
혼생모가 제외되어 10 의 비율이 가장 높게, 반면 30  이상의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보건사회부와 비슷하
게 미혼생모와 기혼생모를 포함한 친생모를 집계한 것으로 한국부인회와 비슷
한 10  비율을 보 으며, 30  이상의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

 비율에 있어서는 다른 연령 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가장 낮은 50.5퍼센트
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홀트아동복지회와 
같은 해외입양기관에는 (미혼모보호시설을 포함한 미혼생모를 상으로 조사
한) 한국여성회에 비하여 30  이상의 비율이 높고, 20 의 비율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입양결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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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991 1,429 71.9 158
(38.0) 

137
(32.4) 

79
(18.7) 

49
(11.0) 139 

<그림 169>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친생모의 
입양사유별 구성 (1988년~1992년)

459)

460)

 2. 해외입양 친생모의 사례연구

  (1) 친생모의 개인별 상황과 입양결정

   ① 미혼생모의 입양결정

⃞ C1 미혼생모 사례: 정소라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B
미혼 임신, 친생부의 결혼 거절, 임신중절 실패, 미혼모 보호시설 입소, 출산 직후 입양

 친생모C1(이하 C1)은 1969년 1남4녀의 장녀로 태어났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야간 고등학교가 있는 공장에 취업하 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치지 못
하고 여러 일을 시작하 다. 친생부(친생부C1, 이하 친생부)와 교제하던 중 임
신 사실을 알게 된 C1은 친생부와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렸다. 

459) 비고: 무계획 임신 외 친생부모 입양사유에서 기타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
460) 자료: <표 115>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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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의 어머니는 딸의 미혼 임신을 듣고 친생부에게 결혼할 것을 요구했지만, 
친생부는 자신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고 친생부의 여동생과 상의해 임신중절 
할 병원만 알아보았을 뿐, C1과 결혼 의사가 없었다. C1의 어머니는 C1을 데
리고 직접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러 가지만 수술을 실패하고 만다. 그러자 C1의 
어머니는 C1을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시켰다. 미혼모시설에 머물며 해외입양
기관의 상담을 통해 출산 전에 친권포기각서에 서명을 한 C1은 1990년 22세
의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한 직후 입양하 다. 이후 아들은 미국으로 입양되었
다. 

⃞ C2 미혼생모 사례: 애란원 미혼모 사례발표 사례 2
고교 자퇴, 성폭행 당함, 임신중절 수술 시기 놓침, 미혼모 보호시설 입소와 입양

 친생모C2(이하 C2)는 기계 계통의 사업을 하는 유복한 가정의 1남2녀의 장녀
로 태어났다. 중학교 때까지 엄한 아버지와 이해심 많은 어머니의 자녀로 큰 
탈 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 후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을 하는 등 
방황하기 시작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학교를 자퇴한다. 이후 함께 자퇴한 
여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친구 집에서 여자 친구의 남자 친구들과 함께 놀
던 중 남자들에 의해 여자 친구들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 
 C2와 여자 친구들은 성폭행 사실을 자기들끼리만 알기로 했고, 어른들에게는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알리지 못했다. 임신은 초기에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유산비용이 없어 걱정만 하다 시간을 보내던 중 C2의 어머니가 딸(C2)의 몸
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수차례 물었으나 임신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 다. 이
후 C2는 가출을 결심하고 있던 중 미혼모 보호시설(애란원)에 한 소개가 나
온 잡지를 보고 곧바로 찾아가 입소를 하 다. 입소 직후에 C2는 어머니에게 
입소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 미혼모 보호시설에 머물며 임신 기간을 보낸 후 
여아를 정상분만으로 출산하고 아기는 입양 의뢰하 다. 출산 당시 18세 던 
C2는 출산 이후 아버지가 출산한 병원으로 와서 집으로 곧바로 귀가하 다.

⃞ C3 미혼생모 사례: 애란원 미혼모 사례발표 사례 3
가족 내 성폭행, 취업, 동거 후 임신,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입양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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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자녀
성별

입양
국가

C1
정소라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A

미혼생모, [22세]
(첫째)

1990
(미상)

1990
(출산 직후)

남 미국

C2
애란원 미혼모 사례
발표(1993) 사례2 

미혼생모, [18세]
(첫째)

1992(추정)
(미상)

1992(추정)
(출산 직후)

여 (미상)

C3
애란원 미혼모 사례
발표(1993) 사례3

미혼생모, [18세]
(첫째)

1993(추정)
(미상)

1993(추정)
(출산 직후)

(미상) (미상)

<표 116> 미혼생모의 입양결정: 사례 C1, C2, C3

 친생모C3(이하 C3)은 1976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예전에는 농사일을 하다
가 비닐하우스 설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을 돕기 
위해 식당 주방일을 하고 있었다. C3은 초등학교를 졸업 후 아버지의 반 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 머물던 중 16세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
고, 17세 던 1992년에 한 차례 임신이 되어 임신중절을 한 경험이 있었다. 
가족 모두가 이일을 알게 되어 서울 친척집에서 살면서 막내언니와 함께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의 남자친구의 소개로 친생부(친생부C3, 이하 친생
부)를 만났다. 
 친생부가 착하고 잘해주어 직업군인이던 친생부의 부  옆에 방을 얻고, 친
생부의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동거하던 중 임신이 되었다. 친생부와 C3은 결
혼할 의사가 있지만, 친생부의 어머니가 열여덟 살의 C3의 나이가 너무 어리
고,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당장 기를 형편이 되지 못하니 두 사람(C3과 친생
부)이 혼인신고는 하되 아기는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하 다.
 

   ② 기혼・가출 생모의 입양결정

⃞ C4 기혼・가출 생모 사례: 정소라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B
가정폭력, 셋째 임신 후 가출, 미혼모 시설 입소, 미혼모 시설에 머물며 출산 후 입양

 친생모C4(이하 C4)는 1960년에 태어나 십  후반에 이른 나이로 결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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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C1
정소라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A

미혼, [22세]
(첫째)

1990
(미상)

1990
(출산 직후)

C2
애란원 미혼모 사례
발표(1993) 사례2 

미혼, [18세]
(첫째)

1992(추정)
(미상)

1992(추정)
(출산 직후)

C3
애란원 미혼모 사례
발표(1993) 사례3

미혼, [18세]
(첫째)

1993(추정)
(미상)

1993(추정)
(출산 직후)

C4
정소라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B

기혼・가출, [36세]

(1남2녀의 셋째)

1995
(미상)

1995
(출산 직후)

<표 118> 입양자녀 출생순서와 친생모 연령

사례 친생모
친생모 혼인 
및 자녀 관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자녀
성별

입양
국가

C4
정소라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B

기혼・가출 생모, 

[36세]
(1남2녀의 셋째)

1995
(미상)

1995
(출산 직후)

여 미국

<표 117> 기혼・가출 생모의 입양결정: 사례 C4

다. 결혼 이후 남편(친생부C4, 이하 친생부)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일
시적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듯 폭발을 했고, 가정폭력을 휘둘렀다. 
자식들을 보고 참으며 1남1녀를 낳아 기르던 중, 1995년에 세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더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임신한 몸으로 두 아이를 두
고 가출한다. 가출 이후 「여성의 전화」를 통해 미혼모 보호시설에 찾아갔지
만, 자신과 같은 기혼여성은 입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서 자신이 배
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고서 미혼모 시
설에 입소한다. 미혼모 시설에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출산 뒤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딸을 입양 보냈다. 이후 딸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2) 사례연구를 통해 재구성한 해외입양 친생모

   ① 친생모의 연령과 입양자녀의 출생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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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모의 연령은 미혼생모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연령이 낮아져 10
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앞선 5장 4절의 친생모 연령별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 살핀 사례를 통해서도 10 의 미혼생모와 20  초반(22
세)의 미혼생모 사례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기혼여성은 물론 
미혼여성들이 계획하지 않는 또는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임신의 경우 임
신중절을 택하는 비율이 높아진 점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미혼 상태의 임신을 한 미혼모가 줄어들기보다 미혼의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빈도가 줄어들었을 수 있고, 또한 양육을 택하는 미혼모(양육미혼모)도 
이전에 비하여 늘어난 것에 의한 변화일 수 있다. 본 절에서 살핀 사례 가운
데 C1이나 C2의 미혼생모의 경우, 22세와 18세의 미혼생모로서 임신중절 시
기를 놓치거나, 임신중절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실패로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다. C3의 경우 동거 관계에서 임신을 한 이후 출산은 하 지만 친생모가 
18세로 나이가 어리고 친생모와 친생부 모두 경제적으로 자립에는 어려움이 
있어 친생부와 친생부의 어머니와 상의를 통해 자녀는 입양을 보내고 추후에 
결혼을 약속한 미혼생모 사례 다. 유일하게 36세로 세 번째 출산자녀를 입양
한 C4의 경우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셋째의 임신 이후 집을 나와 미혼모 보호
시설에 입소461)하여 출산한 경우로 이 시기에는 드물게 출산자녀 수와 연령이 
높은 예외적인 경우 다.
 5장에서 살펴본 네 사례의 친생모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출생순서의 
경우 세 경우(미혼생모 사례인 C1, C2, C3)는 첫 번째 출산자녀 고, 기혼 생
모이자 가출 생모인 C4만이 세 번째 출산자녀의 입양이었다. 이는 1990년 에 
접어들면서 출산자녀수의 급감 속에 미혼생모의 비율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
었는데, 미혼생모는 (이전의 임신 경험과 관계없이) 출산에 이른 첫 번째 자녀
의 입양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461) 미혼모의 경우 개념상 아직 결혼한 적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의 이
혼 상태(혼인 중이 아닌 상태)의 임신이나 사별, 별거 중의 임신, 혼인 중인 경우에
도 배우자 이외의 관계에서 임신인 경우 모두 ‘법적 혼인 관계 내’의 임신이 아니
므로 이러한 경우가 모두 미혼모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미혼모 보호시
설에는 많은 경우 20 거나 10 의 미혼모가 입소하 지만, C4와 같이 기혼생모도 
임신 상태에서 가정폭력이나 그 밖의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동아일보 1985. 3. 15 “미혼모(未婚母)
의 자상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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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친생모 사례
자녀
성별

입양상담 
및 입양연도

입양자녀 출생연도
및 나이

입양
국가

C1
정소라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A

남
1990
(미상)

1990
(출산 직후)

미국

C2
애란원 미혼모 사례
발표(1993) 사례2 

여
1992(추정)

(미상)
1992(추정)
(출산 직후)

(미상)

C3
애란원 미혼모 사례
발표(1993) 사례3

(미상)
1993(추정)

(미상)
1993(추정)
(출산 직후)

(미상)

C4
정소라 연구논문
친생모 사례 B

여
1995
(미상)

1995
(출산 직후)

미국

<표 119> 입양자녀 성별과 입양당시 나이

   ② 입양자녀 성별과 입양당시 나이

 본 장에서 살펴본 네 사례의 친생모의 입양자녀 중 성별을 아는 세 사례에
서 자녀 성별이 두 명은 여아, 한 명이 남아 다. 전반적으로 1980년  중반 
이후 해외입양의 경우 남아의 비율이, 국내입양의 경우 여아의 비율이 높아
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 장에서 살핀 네 사례를 통해서는 그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한 성별 변화 추세가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로 
경우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친생모가 미혼생모이자 나이가 10  후반과 
20  초반으로 양육이 어려워 자녀를 입양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입양결정이 향을 받는 경우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C4의 경우는 임신한 자녀가 딸이었고, 친생부의 정서적 안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 친생모가 더 적극적으로 입양을 결심하고 이를 잘한 선
택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가 되기는 하 지만, 그러한 자녀의 성별 요인이 입
양을 결정하게 된 이유라기보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신 이후 집을 
나와 출산을 하게 된 것이 더 직접적인 입양동기 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
서 다루는 네 사례 친생모는 친생모가 처한 상황에 따른 입양결정에 가까워 
자녀의 성별 향은 적었으며, 1990년 부터 본격적으로 역전되기 시작한 해
외입양 아동 성별 역전으로 남아의 해외입양이 늘어난 것과 같은 추세는 나
타나지 않았다.

 입양 당시의 자녀의 나이는 네 경우 모두 출생 직후에 입양기관을 통해 입
양되었는데, 기혼과 미혼, 연령과 상관없이 네 경우 모두 미혼모 보호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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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모・
아동

연도　

입양상담
친생모

기아 아동복지시설
보사부
기아

법무부
기아

아시설 
입소아동

육아시설 
입소아동

1988 10,212 9,136 6,192 8,435 3,369
1989 6,159 5,209 2,187 7,015 2,659
1990 4,760 5,721 2,916 5,705 2,226
1991 2,758 5,095 2,429 3,840 1,729
1992 2,717 5,020 2,636 4,514 1,890
평균 5,321 6,036 3,272 5,902 2,375

<표 120> 입양상담 친생모, 기아,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수 추이 
(1988년~1992년)

서 임신 중에 입소하여 머무르며 입양을 결정하고 출산 직후에 입양을 보냈
다. 1966년부터 1979년 시기인 3장 사례에서 입양자녀가 3세와 6세 사이의 
아동 비율이 높았다면, 1980년에서 1987년까지 시기의 4장에서 1세에서 3세 
사이의 자녀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1988년부터 1995년 
사이의 네 사례에서는 모두 출산 직후에 입양되어 입양자녀의 입양 시기가 
더욱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462).

 3. 친생모, 요보호아동, 입양의 관계

  (1) 친생모 특성과 요보호아동 발생의 관계

463)

462) 출산부터 입양결정까지의 간격이 짧아지고, 입양되는 자녀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
는 (이어지는 “4절 2. 한국 모성 조건과 친생모의 입양결정 급감”에서 살펴볼 친생
모의 혼인 유무, 연령, 해외입양 아동의 연령의 변화를 통해 체로 관련성이 높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463) 자료: ① 입양상담 친생모: 조용원, 1994. ② 기아: [안창 , 1992: 36 “아동인수 
장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이경은, 2016] 재구성 ③ 아동복지시설 아동 관련: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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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

연도

전체
아시설 

입소아동

주요 지역 아시설 입소 현황
입소아동수 입소 비율

서울 서울, 부산, 
경북, 경기 서울 서울, 부산, 

경북, 경기
1988 8,435 6,350 7,862 75.3 93.2
1989 7,015 4,866 6,561 69.4 93.5
1990 5,705 3,763 5,270 66.0 92.4

<표 121> 주요 지역 아시설 입소아동수와 비율 (1988년~1992년) 

<그림 170> 입양상담 친생모와 기아,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수 추이 (1988년~1992년)

464)

 위 <표 120>과 <그림 170>을 통해서 입양상담 친생모와 보사부 기아, 아
시설 입소아동이 비슷한 추이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육아시
설의 입소아동은 아시설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지만 감소의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보사부 기아 통계는 친생모의 입양상담 및 
이후의 입양 전 아시설에 입소하는 추이와 상호 관련성이 높았던 것을 증감 
추이의 규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사부 기아 통계가 갖는 기아의 
의미가 실제로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기를 수 없어 입양을 의뢰한 아이와 
실제 유기된 아동의 수를 합한 것이며, 실제로는 부분이 전자인 입양의뢰 
된 아이 음을 앞선 4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보호아동 발생의 
실제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친생모 입양상담과 유기를 구분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친생모가 행동과 결정한 실제 상황에 해 접근해 갈 수 있었다. 

464) 자료: <표 120>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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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

연도

성별
아동수

(비율, %)

연간 해외입양 아동의 연령
아동수 (비율, %)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6개월~
1세

1세~
3세

3세~
7세

7세~
14세

14세 
이상

1988

남아 2,932
(45.4)

111
(3.8)

1,485
(50.6)

344
(11.7) 517

(17.6)
333

(11.4)
131
(4.5)

11
(0.4)1,940 (66.2)

여아 3,531
(54.6)

212
(6.0)

1,927
(54.6)

400
(11.3) 542

(15.3)
323
(9.1)

121
(3.4)

6
(0.2)2,539 (71.9)

합계 6,463
(100.0)

323
(5.0)

3,412
(52.8)

744
(11.5) 1,059

(16.4)
656

(10.2)
252
(3.9)

17
(0.3)4,479 (69.3)

1991

남아 1,046
(47.6)

133
(12.7)

574
(54.9)

156
(14.9) 106

(10.1)
63

(6.0)
12

(1.1)
2

(0.2)863 (82.5)

여아 1,151
(52.4)

105
(9.1)

664
(57.7)

207
(18.0) 118

(10.3)
42

(3.6)
12

(1.0)
3

(0.3)976 (84.8)

합계 2,197
(100.0)

238
(10.8)

1,238
(56.3)

363
(16.5) 224

(10.2)
105
(4.8)

24
(1.1)

5
(0.2)1,839 (83.7)

<표 122> 해외입양 아동 연령 및 성별 현황 (1988년, 1991년)

1991 3,840 2,459 3,509 64.0 91.4
1992 4,514 3,140 4,147 69.6 91.9
평균 5,902 4,116 5,470 68.8 92.5

465)

 추세적 감소 시기에도 아시설 입소아동의 지역적 분포에서 서울의 비율은 
평균 68.8퍼센트로 여전히 높았으며, 서울과 부산, 경북( 구), 경기의 합계 
비율은 92.5퍼센트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요보호아동 발생의 아화
는 더욱 강화되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 지역에 있어서도 도시 중심의 특
수한 기아 발생 양상, 실제로 해외입양상담 미혼생모의 증가에 향을 받는 
특징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66)

465) 자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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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 해외입양아동 연령별 구성 (1988년, 
1991년)

467)

 1988년에서 1991년 해외입양아동은 전체적으로 1988년 6천4백63명에서 
1991년에는 3분의 2가 줄어든 2천백97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연령별로는 1
세를 기준으로 1세 이하의 세 연령 범주(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6개월~1
세)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절  입양아동수의 감소 속에서도 그 비율로는 상
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 다. 반면 1세 이상의 네 범주(1세~3세, 3세~7세, 
7세~14세,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이 1988년의 비율에서 감소하는 양상
이 나타났다. 이는 해외입양의 감소 속에 해외입양 아동의 연령의 저연령화의 
정도가 더욱 강화된 것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1988년에는 1세 미만 세 유형의 합계가 남아의 경우 66.2퍼센트, 
여아의 경우 71.9퍼센트로 여아의 1세 미만 비율이 5.7퍼센트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아의 해외입양이 1세 이하가, 남아의 경우는 1세 이상의 경우
에 각각 다른 성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991년에는 1세 미만 세 유형
의 합계가 남아의 경우 82.5퍼센트, 여아의 경우 84.8퍼센트로 여아가 2.3퍼
센트 높았으며, 그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 전반적 입양아동 연령이 더욱 
낮아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세 미만의 비율은 남아의 92.6퍼센
트, 여아의 95.0퍼센트로 거의 부분이 3세 이하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1991년에는 3개월 미만의 경우 처음으로 남아의 비
율이 3.8퍼센트(1988년)에서 12.7퍼센트(1991년)로 늘어나 여아의 비율 9.1퍼

466) 비고: 합계의 성별 비율은 각각 해당연도 전체 해외입양 가운데 남아와 여아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안창 , 1992

467) 자료: <표 122>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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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도

연도

해외입양
기관

입양의뢰
아동 합계

해외입양기관별 입양아동 인도장소

자체
상담소

자체 
미혼모 
시설

일반 
미혼모 
시설

아동
복지
시설

병・
의원 조산소 기타

1988년

홀트아동
복지회

3,672
(100.0)

1,202 115 39 408 1,649 259 0
1,317 (35.9) 447 (12.2) 1,908 (52.0) 0 (0.0)

동방사회
복지회

2,069
(100.0)

191 151 40 151 1,107 268 161
 342 (16.5) 191 (9.2) 1,375 (66.5) 161 (7.8)

한사회
복지회

1,593
(100.0)

276 44 16 146 765 257 89
 320 (20.1) 162 (10.2) 1,022 (64.2) 89 (5.6)

한국사회
봉사회

509
(100.0)

154 0 28 2 249 76 0
 154 (30.3)  30 (5.9)  325 (63.9)  0 (0.0)

합계 7,843
(100.0)

1,823 310 123 707 3,770 860 250
2,133 (27.2) 830 (10.6) 4,630 (59.0) 250 (3.2)

1989년

홀트아동
복지회

2,530
(100.0)

1,214 27 62 182 895 150 0
1,241 (49.1) 244 (9.6) 1,045 (41.3) 0 (0.0)

동방사회
복지회

1,647
(100.0)

221 175 33 40 1,064 114 0
396 (24.0) 73 (4.4) 1,178 (71.5) 0 (0.0)

한사회
복지회

728
(100.0)

230 45 0 141 265 47 0
275 (37.8) 141 (19.4) 312 (42.9) 0 (0.0)

한국사회
봉사회

379
(100.0)

105 0 33 0 201 40 0
105 (27.7) 33 (8.7) 241 (63.6) 0 (0.0)

합계 5,284
(100.0)

1,770 247 128 363 2,425 351 0
2,017 (38.2) 491 (9.3) 2,776 (52.5) 0 (0.0)

1990년
6월까지

홀트아동
복지회

994
(100.0)

763 20 94 42 68 7 0
783 (78.8) 136 (13.7) 75 (7.5) 0 (0.0)

동방사회
복지회

738
(100.0)

630 42 13 5 40 8 0
672 (91.1) 18 (2.4) 48 (6.5) 0 (0.0)

한사회
복지회

247
(100.0) 147 16 0 25 9 0 50

<표 123> 해외입양기관별 입양아동 인도장소 추이 (1988년~1990년 상반기, 1991년)

센트(1991년)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468). 

468) 1990년  이후 2010년 까지 나타나는 중요한 해외입양 아동 특성 변화 중 하
나는 해외입양 남아비율의 증가이다. 이에 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된 바가 없지
만, 국내입양의 경우 신생아와 3개월 이내의 아동을 입양하는 비율이 높은데, 1990
년을 전후해서 3개월 이내의 아의 국내입양에서 이전의 남아에 한 선호가 여
아 선호로 바뀌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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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도

연도

아동
인도
장소

입양
아동
합계

연간 해외입양아동 인도장소

해외입양
기관
상담

해외입양
기관

미혼모시설

일반
미혼모
시설

아동
복지
시설

병・
의원 조산소 기타

1988

정상아 5,254
(100.0)

2,114
(40.2)

717
(13.6)

1,655
(31.4)

715
(13.6)

63
(1.2)

장애아 1,179
(100.0)

946
(80.2)

58
(4.9)

115
(9.8)

58
(4.9)

2
(0.2)

혼혈아 20
(100.0)

11
(55.0)

8
(40.0)

1
(5.0) - -

합계 6,463
(100.0)

3,071
(47.5)

783
(12.1)

1,771
(27.4)

773
(12.0)

65
(1.0)

1991 정상아 1,870
(100.0)

1,631
(87.2)

32
(1.7)

87
(4.7)

27
(1.4

)
85

(4.5)
8

(0.4) -

<표 124> 1988년과 1991년 연간 해외입양아동 인도장소 추이

163 (66.0) 25 (10.1) 9 (3.6) 50 (20.2)
한국사회
봉사회

184
(100.0)

72 0 23 0 71 18 0
72 (39.1) 23 (12.5) 89 (48.4) 0 (0.0)

합계 2,163
(100.0)

1,612 78 130 72 188 33 50
1,690 (78.1) 202 (9.3) 221 (10.2) 50 (2.3)

1991년 합계 2,197
(100.0)

1,850 36 90 81 129 11 0 
1,886 (85.8) 171 (7.8) 140 (6.4) 0 (0.0)

<그림 172> 해외입양기관별 입양아동 인도장소 
추이 (1988년~1990년 상반기, 1991년)

469)

470)

469) 자료: ① 1988년~1990년 6월: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 1990 「국외입양기관별 
주요현황」 내 “아동인수 장소별 현황”(국가기록원 보존자료임). ② 1991년: 안창 , 
1992: 36. “아동인수 장소” 원자료: 보건사회부 행정자료 “아동인수 장소” 

470) 자료: <표 123>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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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312
(100.0)

204
(65.4)

4
(1.3)

3
(1.0)

54
(17.
3)

44
(14.1)

3
(1.0) -

혼혈아 15
(100.0) - - - - - -

합계 1,850
(84.2)

36
(1.6)

90
(4.1)

81
(3.7

)
129
(5.9)

11
(0.5) -

207 (9.4)

<그림 173> 1988년과 1991년 연간 
해외입양아동 인도장소 추이

471)

472)

 위 <표 124>와 <그림 173>은 1988입양지침에 네 곳의 입양기관이 서약한 
1988년과 이후 1991년의 입양아동 인수 장소의 변화에 한 보건사회부 내부 
자료이다. 이를 통해 많은 1988년 아동인수의 39.4퍼센트, 약 40퍼센트 가량
이 병・의원과 조산소에서 직접 이루어졌으며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47.5
퍼센트)과 출산의료기관(병・의원 및 조산소, 39.4퍼센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991년에는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이 84.2퍼센트로 
높아졌으며, 출산의료기관을 통한 6.4퍼센트로 1988년의 39.4퍼센트에 비해 
33퍼센트나 감소하 다. 그밖에 아동시설과 미혼모 시설을 통한 입양은 1988
년의 12.1퍼센트에서 1991년 9.4퍼센트로 약간의 감소를 보인 것을 알 수 있
다. 

471) 비고: 1988년 정상아 합산 5,264명이나 자료를 기준으로 5,254명으로 기재. 비
율 계산에는 5,264명을 적용함. 자료: ① 1988년: 보건사회부 가족복지국, 1989 
「입양사업 개선지침」. ② 1991년: 안창 , 1992: 37. “아동인수 장소”

472) 자료: <표 124>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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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모
・아동

연도　

입양상담
친생모 

기아 아동복지시설 입양특례법상 입양

보사부 
기아

법무부 
기아

아시설 
입소아동

육아시설 
입소아동

해외
입양

국내
입양

국내・해외 
입양 합계

1988 10,212 9,136 6,192 8,435 3,369 6,463 2,324 8,787

1989 6,159 5,209 2,187 7,015 2,659 4,191 1,872 6,063

<표 125> 친생모, 기아, 아동복지시설, 입양특례법상 입양 추이 (1988년~1992년)

  (2) 친생모 특성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관계

 입양상담 친생모의 수는 보사부 기아아동수와 연속성을 가지며, 이는 다시 
아시설 입소아동수와 긴 한 상관성을 가지고 변화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시설 입소아동은 국내・해외입양의 합계 즉 입양특례법 상의 입
양아동수와 증감 추이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법
무부 기아아동수는 해외입양 아동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74>는 해외입양과 친생모, 요보호아동 발생과 아동복지시설 아
동 입소가 어떠한 상관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이 그림의 일곱 항목 가운
데 네 항목(보사부 기아아동수, 입양상담 친생모, 아시설 입소아동수, 국
내・해외입양 아동수)은 그래프의 상단의 네 항목으로서 1980년 기준 9천명 
내외로 유사한 양상을 보 으며, 이후 1990년까지 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과 1992년의 경우 입양상담 친생모와 
국내・해외입양 아동수가 상 적으로 다른 두 항목(보사부 기아아동수, 아시
설 입소아동수)에 비해 더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요보
호아동 발생에 한 통계 범주가 변화한 것과 함께 국내・해외입양의 감소와 
입양상담 친생모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입양과 아동보호 체계 간의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각각 분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74>의 그래프에서 1980년 기준 6천명 내외에서 유사한 값은 보인 
두 항목인 법무부 기아아동수와 해외입양 아동수는 법무부에서 해외입양 아동
에게 발급한 고아호적을 통해 일가창립 절차를 거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부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사이의 이동에 의한 편차가 적었고, 위 그림에서는 
1989년을 제외하고는 아주 유사한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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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4,760 5,721 2,916 5,705 2,226 2,962 1,647 4,609

1991 2,758 5,095 2,429 3,840 1,729 2,197 1,241 3,438

1992 2,717 5,020 2,636 4,514 1,890 2,045 1,190 3,235

평균 5,321 6,036 3,272 5,902 2,375 3,572 1,655 5,226

<그림 174> 친생모, 기아, 아동복지시설, 입양특례법상 
입양 추이 (1988년~1992년)

473)

474)

5절. 소결

 본 장에서는 1988년을 기점으로 1992년까지 이어진 해외입양 감소를 다룬
다. 이 시기 해외입양의 감소를 당시의 해외입양 친생모들이 이전 20년 넘게 
지속되었던 해외입양 증가 시기와 달리 해외입양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친생모의 결정에 향을 준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해외입양 친생모의 감소에 향을 준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국내외에서 확대되자 정부가 해외입양 

473) 자료: ① 입양상담 친생모: 조용원, 1994. ② 기아: [안창 , 1992: 36 “아동인수 
장소”,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이경은, 2016] 재구성 ③ 아동복지시설 아동 관련: 
해당 연도 보건사회연보 “아동복리시설 현황”, ④ 입양특례법상 입양 관련: 재외동
포재단, 2006.

474) 자료: <표 125>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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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정책 방향을 해외입양 자율화에서 ‘중단’으로 선회하였고, 이후의 아동
보호체계와 해외입양기관의 역할이 재편되면서 입양상담 친생모의 감소에 영향
을 주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한국 해외입양에 한 비판적 보도
가 늘어나면서 해외입양의 문제점에 한 비판적 여론이 확 되고 해외입양 중
단 요구가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는 1989년 9월, 해외입양을 점차 
줄여서 1996년까지 중단한다는 계획을 포함한 ‘해외입양 개선계획’을 발표하면
서, 요보호아동의 국내 보호 확 와 해외입양기관 억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

다. 이후 해외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상담・의뢰 아동이 급격히 감소하 고, 
이는 곧바로 요보호아동의 감소로 이어졌다. 한편 해외입양 이외의 국내 아동
보호의 확 가 진행되면서 해외입양 아동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당시의 
해외입양 정책 변화 이후에 나타난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요보호아동 발
생, 해외입양 친생모의 감소는 그 선후(先後) 관계와 향을 규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상호 작용을 통해 감소하 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 방향의 
변화라는 조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해외입양에 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
된 이후 해외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하는 친생모의 수가 급감한 것이 일련의 
변화가 나타난 주요 원인이었다.
 둘째, 가족법 내 모(母)의 법제적 지위가 개선되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모권(母權)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기혼과 미혼의 친생모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다. 1990년을 전후로 한국 여성정책과 여성운동도 제도화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모성 차별이 조금씩 완화되었다. 먼저 1989년 가
족법의 3차 개정이 이뤄지면서 가족법 내 모성의 법제적 지위가 개선되었다. 
친권 규정에 있어서 법적 조항으로는 이미 1977년 공동친권으로 변하 지만 
‘사실상’ 부권(父權) 우선주의에 머물러 있던 것이 3차 개정을 통해 ‘실질적’ 
공동친권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
구권 등 재산권과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혼인외의 자를 출산
한 미혼모의 경우도 미혼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혼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가족계획사업은 기존의 산아 제한과 출생 억제라는 목적을 
상당 수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가족계획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했
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출생아 1인당 2건의 임신중절이 이루어져 연간 12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시기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임
신중절/낙태 반 운동은 더욱 강화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서,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임신중절에 한 비판적 인식이 강화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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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가운데 미혼여성인 청소년, 학생, 10  미혼여성의 임신중절에 한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한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늘고, 맞벌
이부부, 빈곤지역 및 공단지역, 농촌지역의 탁아 공백이 확 되면서 오랜 동
안 개별적 가정과 어머니의 책임에 머물러 있던 탁아시설 확 가 본격화되었
다.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과 정치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탁아운동이 
결합하면서 유아보육법이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기혼여성, 빈곤가정, 미혼모
자 가정의 탁아 조건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기존에 기혼과 미혼의 해외입양 친생모들에게 제공되지 못했던 자녀양육 지
원이 이 시기에 점차 도입되었다. 먼저 ‘양육미혼모’에 한 지원사업이 도입
되면서 미혼가정의 모(母)가 입양 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확 되었다. 
또한 기혼생모로 자녀를 입양보냈던 빈곤가정, 모자가정의 모(母) 또한 『모자
복지법』 제정으로 빈곤, 이혼, 사별 등의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법제화 되었다. 한편, 모자복지 상으로서 
‘미혼모’에 한 논란 속에서도 미혼모자 가정이 이혼, 사별, 빈곤 모자가정과 
함께 모자복지 상으로의 포함・포섭이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미혼가정의 
모(母)가 양육을 선택할 경우 이들 양육미혼모를 위한 지원사업이 도입되는 
등 이전에 비하여 미혼모가 양육을 택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셋째,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미혼모의 모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반면 해외입양에 대한 이상화된 인식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해외입양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해외입양에 

한 비판적 여론이 확 된 것과 함께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설립되는 등 양육미혼모에 한 지원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편 고연령의 미혼모와 달리, 10 나 20  초반의 청소
년 미혼모의 경우, 이들이 해외입양 친생모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한 사회적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확 되면서 이들 청소년 미혼
모와 저연령의 미혼모들은 여전히 양육미혼모로서 지원할 상으로 인식되기
보다 여전히 해외입양을 당연시되었다.
 해외입양에 하여 이 시기 이전까지는 사회적으로는 풍요롭고 행복한 정상가
족의 전형으로서 해외의 입양가족에 의한 ‘인도적 사랑의 실천’으로 인식되던 
것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급변하여 아동에 한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되는 ‘입
양시장’을 통한 제1세계와 제3세계 간 ‘아동매매’로 인식이 확 되기 시작했다. 
오랜 동안 세계 1위의 입양송출국으로서 한국의 해외입양 양상이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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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국민적으로 해외입양이 더 이상 해외입양기관의 ‘ 리’ 목적의 알선 
경쟁에 맡겨진 채 이루어지는‘아동 수출’로서 해외입양은 계속되어서는 안 된
다는 인식과 여론이 확 되었다. 이러한 해외입양 인식 변화 속에 해외입양 아
동은 이전의 해외입양 친생모에 의해 ‘버려져’ 해외로 입양되어야 할 아이들에
서 점차 한국 사회가 지키고 길러야 할 ‘우리의 아이들’로 변화해 갔다.
 넷째, 모성 차별이 완화되고 친생모 양육지원 상황이 개선되는 등 빈곤가정, 
모자가정, 미혼가정의 어머니가 해외입양 이외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해외입양 친생모가 감소하게 되었다. 해외입양기관의 입
양상담 친생모 통계에 따르면, 친생모는 연령별로 10 의 비율이 25~35퍼센트
로 앞선 시기 동안의 증가 추세를 이어 이 시기에도 5퍼센트 가량이 더 늘어
난 반면, 20 의 친생모는 10퍼센트가 감소해 전체의 45~55퍼센트를 차지해 
연령별 비율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지만 추세로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20  중에서도 20세에서 24세의 비율이 전체의 30~35퍼센트로 이전 시
기에 비해 5퍼센트가 감소하 으며, 25세에서 29세까지의 비율은 이전과 동일
한 15~20퍼센트를 차지했다. 30  친생모 비율은 5퍼센트 가량 줄어든 10~15
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40  이상의 비율은 전체의 3퍼센트 수준으로 
이전 시기와 비슷한 낮은 비율을 보 다. 특히 1990년 에 접어들면서 입양상
담 친생모는 여전히 20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지만, 10  비율이 처
음으로 20  초반의 비율을 넘어서는 등, 10 와 20  초반 친생모의 합계가 
55~70퍼센트를 차지하면서 입양상담 친생모의 저연령화 양상이 확연해져갔다. 
입양상담 친생모의 혼인지위는 기혼생모가 25~30퍼센트 으며, 미혼생모는 
65~75퍼센트 내외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에 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의 비율은 전체의 2퍼센트 수준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입양사유에 있어서는 전체의 70~75퍼센트가 무계획 임신에 의한 입양으로 
이전 시기보다 10~15퍼센트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에 의한 
경우가 10퍼센트, 이혼・가정파탄의 비율이 10~15퍼센트, 양부모가 모두 사망
한 아동의 입양상담 비율은 3퍼센트를 각각 차지하 다. 이는 무계획 임신이 
아닌 빈곤, 가정파탄・이혼, 부모사망 등의 사례의 합계가 25퍼센트 내외로 
이전 시기에 비해 더 줄어들었으며, 무계획 임신에 의한 입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피임을 하지 못했거나, 피임을 하
으나 실패한 경우 등 원하지 않는 임신에 의한 입양상담 의뢰 비율이 늘어났 
점이 입양상담 친생모의 연령 구성에서 10 와 20  초반의 미혼생모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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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던 점과 연결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입양상담 친생모의 연령상 
저연령화, 혼인지위상의 미혼생모화, 입양사유로서 무계획 임신에 의한 입양화
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입양상담 친생모 통계의 변화는 적은 수 지만 본 장에서 살펴본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를 통해서도 유사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수의 사례를 통
해서 지만 이전까지의 이혼, 재혼, 기혼, 미혼의 친생모에 의해 이루어지던 
해외입양이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미혼생모가 부분을 차지하는 양상으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에서 친생모의 연령에서도 또
한 이전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가 진행되어 10 와 20  초반의 친생모가 
부분을 차지하 으며, 입양 자녀의 연령과 입양 시기도 앞당겨지면서 출산 직
후에 신생아인 자녀를 입양 보내는 추이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990
년을 전후로 친생모의 연령과 입양자녀의 연령이 낮아지고, 입양 시기는 출생 
직후로 변화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보호아동 통계와 친생모 통계, 해외입양 통계의 상호 분석을 통해서는 이 
시기의 해외입양 친생모 감소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감소와 해외입양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사부 기아 아동수는 1988년 9천백여 명
에서 1992년 5천명 수준으로, 아시설 입소아동수는 1988년 8천4백여 명에
서 1992년 4천5백여 명으로,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수는 1988년 8천7백여 명
에서 1992년 3천2백여 명 수준으로 모두 단기간에 절반 수준으로의 감소를 
보 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이러한 입양 및 상담, 요보호
아동 보호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해외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상담 친생모의 
수가 1988년 만2백여 명에서 1992년 5천명 수준으로 감소한 데 따른 연쇄적 
변화 다고 볼 수 있다. 
 입양상담 친생모의 감소와 이후의 관련 통계들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주목할 
지점은 지금껏 알려진 ‘미혼모’에 의해 ‘유기된 기아’가 ‘해외입양’되었다는 일
반적 인식과 달리, 부분의 기아는 유기된 것이 아니라 기혼과 미혼의 친생
모에 의해 해외입양기관에 입양 상담・의뢰 되었고, 그러한 입양상담 이후의 

아시설 및 해외입양기관의 보호를 통해 해외의 입양가정으로 입양되어 갔다
는 점이다. 이와 같은 당시의 일반적 해외입양 절차를 관련 통계의 상호 증감 
추이와 시기는 물론 당시의 관련 전문가가 남긴 기록문서를 통해 일련의 상관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해외입양 증가 시기는 물론 급감 시
기에도 친생모의 입양상담을 통한 입양결정 추이에 의해 해외입양과 국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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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양상이 결정적으로 향을 받았으며, 이때 해외입양 친생모들은 기
존에 알려진 ‘유기’가 아닌 비록 직접적으로 해외입양기관을 방문한 상담의 
비율이 이 시기에 낮고, 신 출산시설(산부인과, 조산원)을 통한 상담과 입양
의뢰의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기록된 것과 같이 유기를 한 경우는 극히 적었
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해외입양 친생모들은 오랜 동안 아이를 낳았으
면서도 어머니로서 (당시의 양육 가능 여부와 양육 조건에 상관없이) 양육하
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절차와 실제와 달리 아이를 ‘버린’ 것으로 인식
되고 기록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오랜 기간 해외입양의 감소를 모색했던 정부와 전문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시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전 시기와 달리 이 시기에 한국 해외
입양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것은 우선, 당시의 해외입양 정책의 선회와 해외
입양에 한 국내 인식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 친생모들이 해외입양을 통해 기

하고 실제 입양상담을 의뢰할 동기와 실질적 통로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생모 입양결정 감소는 당시의 모자가정, 빈곤가정, 
미혼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선택하고 이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양
육 지원이 도입되고, 친권의 제도적 인정이 가능해지는 등 이전에 비해 입양 
이외의 선택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한 인식과 제도적 조건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미혼여성들은 기혼여성에게 주어진 양육 및 피임, 임신중절 
선택기회의 상 적 확 라는 이 시기의 변화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다. 그 
결과 미혼여성, 특히 20  중반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는 양육 선택권
과 피임, 임신중절과 관련된 재생산권의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고, 그
와 관련한 적절한 사전 지식과 교육, 실질적 선택 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상태
가 지속되었다. 결국 이 시기에 모권(母權) 관련 제도의 개선과 친생모의 자녀
양육 지원이 도입되는 변화에서 상 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저연령의 청소년 
미혼모들은 입양 외의 선택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고연령의 성인 미혼모나 기혼생모의 입양의뢰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해외입양 친생모의 저연령화 미혼생모화는 한층 강화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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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5> 1966년~1979년 친생모의 입양결정과 해외입양 감소

6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 살핀 1966년부터 1992년까지의 세 시기의 해외입양 친생모의 
입양결정과 해외입양 증감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1966년부터 1979년까지는 친생모에 한 양육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입양 이
외의 선택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외원단체 지원의 감소로 국내 아동복리시설
이 줄어들어 갔다. 이러한 상황은 친생모가 자녀의 양육이 어려울 경우 해외
입양을 점점 더 많이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70년  초반 해외
입양의 증가로 정부가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국내입양 확 ・ 체
정책은 해외입양 친생모들의 입양결정에 한 파악과 실질적 응에 실패하면
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친생모의 증가를 초래하 다. 

 두 번째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친생모의 증가가 지속된 것은 이 시기 정
부의 복지국가 건설과 아동보호의 일반아동으로의 확 가 여전히 친생모의 양
육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입양 이외의 선택지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
다. 그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친생모에게 해외입양 이외의 자녀 
보호・양육 상 안이 부재하 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가 해외입양 정책방향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508 -

<그림 176> 1980년~1987년 친생모의 입양결정과 해외입양 급증

을 자율화로 전환하고, 이후 한국 사회에서 해외입양가족에 한 기 와 선망
이 더욱 강해지면서 해외입양을 선택하는 친생모가 늘어났고, 사회적으로 미
혼모의 해외입양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과 함께 전국적 해외입양기
관의 아동상담소가 확 되었다. 또한 입양을 전제로 한 미혼모 보호시설의 확

되면서 해외입양상담과 미혼모 보호시설을 찾는 친생모의 증가하 고 이는 
최  규모의 해외입양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친생모가 급감하게 된 것은 당시 미혼생
모나 기혼생모로 자녀를 입양하 던 미혼모나 빈곤가정, 모자가정의 어머니들
이 자녀의 양육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지원정책이 확 되고, 제도적으로 모(母) 
지위에 한 차별이 완화되면서 더 이상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선
택지가 확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해외입양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가 1996년까지 해외입양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한 이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입양상담과 실제 해외입양기관의 조직이 
축소되었다. 한편 해외입양에 한 이상화된 기 가 급변하면서 해외입양에 

한 친생모의 선택 동기 또한 줄어들면서 입양상담 친생모가 전반적으로 급
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입양 친생모의 감소 속에서도 기혼여성과 
성인미혼모의 입양 외 선택지가 확 된 것에 비하여 상 적으로 양육의 기회
는 물론 재생산권 상의 피임이나 임신중절 기회의 확 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
던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입양 외 선택지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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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7> 1988년~1992년 친생모의 입양결정과 해외입양 급감

시기 구분
친생모 
관련 제도

1966년~1979년 1980년~1987년 1988년~1995년

모성 관련
법제의 변화

1차 가족법 개정,
가족계획사업 확 ,

탁아시설 증설계획 실패

가족법 개정운동 확 ,
인구증가억제정책 추진,

유아교육-탁아 병행 실패

3차 가족법 개정
가족계획사업 축소

유아보육법 제정

친생모 지원
제도・시설의 변화

미혼모 보호시설 도입,
미혼모 상담사업 

도입・확 ,
모자복지 제도의 공백

미혼모 보호시설 증설,
미혼모 상담사업 

확 의 지속,
모자복지 공백의 지속

미혼모 보호정책 제도화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도입
모자복지법 제정

<표 126> 시기별 해외입양・친생모 관련 제도와 담론적 재현의 변화 추이

전반적 해외입양 친생모의 감소 속에서도 이들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상담이 
이어지면서 해외입양은 미혼생모를 중심으로 한 친생모로의 전환되어 갔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126>이다. 본 연구를 통
해 한국의 모성과 해외입양 친생모, 친생모와 해외입양에 한 담론 및 재현, 
해외입양 제도와 아동복지가 시 적 맥락 속에서 해외입양 친생모의 입양결정
에 어떠한 복합적인 향을 주었는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해외입양의 
증감이라는 현상을 설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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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모에 관한 
담론과 재현

미혼모 증가에 한 우려,
경계적 모성으로서 

미혼모 인식, 
기혼생모 증가에 한 우려

미혼모 모성의 약화,
미혼모 해외입양의 

당연시,
기혼생모의 비가시화

양육미혼모 인식의 등장
청소년 미혼모 증가와 

우려의 확
기혼생모의 급감

해외입양 
정책・기관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해외입양상담 도입・확 ,

해외입양 쿼터제,
입양특례법 제정 

해외입양 자율화,
해외입양상담 확  지속,

해외입양 중단계획 발표
해외입양상담 축소

(출생가족 외)
아동보호 제도

외원단체 지원 감소,
아동복리시설 감소,

국내입양 확 정책 추진

아동복지법 제정,
일반아동 보호확  모색

위탁가정보호제도 확
국내입양 확 정책 

재도입

해외입양에 관한 
담론과 재현

해외입양 선망,
해외입양 사고(事故)의 

개별사례화,

해외입양가정의 이상화,
해외입양 불가피성의 

강조

해외입양 이상화의 감소
아동수출로서 재현된 

해외입양 

 각 시기의 해외입양과 친생모와 관련된 제도와 재현,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
화는 해외입양 친생모의 입양결정의 선택방식과 선택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맥락적 조건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각 시기별 해외입양 
친생모의 특성 변화는 친생모가 1960년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확 시키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그러한 추세는 1980년 이후에 여러 친생
모 모성 조건의 모순에 따른 자녀 양육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입양이 
친생모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가장 우선적이고 유일한 안으로 인식되면
서 그 수는 급증하게 된다. 1980년  후반에는 기존의 해외입양 관행과 한국 
해외입양에 한 비판이 두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친생모의 양육을 지원
하는 제도가 확 되면서 입양 이외의 선택지가 확 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입양 
친생모는 단기간 동안 크게 줄어들면서 해외입양의 감소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 다. 
 해외입양・친생모에 한 담론과 사회문화적 재현의 양상은 제도나 법률, 관
련 기관과 같이 직접적으로 친생모의 입양결정에 작용하지는 않지만 해외입양
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입양을 보낸 친생모는 누구 는지를 통해 각 시기별 
한국적 해외입양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그 점
에서 해외입양의 증가시기 던 1966년부터 1987년까지 시기에는 해외입양에 

한 긍정적 측면이 상 적으로 강조되는 반면 해외입양을 통해 생겨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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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사고 사례나 관련 제도의 한계 등에 한 인식은 상 적으로 간과되었
다. 하지만 1988년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이 급변하여 해외입양이 갖는 국가
적・국민적 수치로 아동을 수출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담론을 어렵지 않게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입양을 포함한 국가간입양이 출생국과 입양국의 관
계를 고려할 때 아동의 구원을 위한 인도적 행위라는 인식이 서서히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 간 아동매매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해외입
양에 한 인식의 변화는 동시에 친생모, 특히 미혼모 모성에 한 인식이 변
화와 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해외입양의 긍정적 측면이 강조될 
경우에는 상 적으로 미혼모의 모성이 약화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반 로 
해외입양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는 미혼모의 모성 
인식이 강화되는 관계를 보 다. 이와 같은 해외입양 인식과 친생모 인식의 
상관성은 둘이 변화되는 속에 한국 사회가 해외입양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구체적 해외입양 증감으로 연결시켜 갔
는지를 살피는 주요한 시험지 다고 할 수 있다.

 해외입양 친생모의 입양결정 추이는 아래 <표 127>과 같은 연령, 혼인지위, 
입양사유별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친생모의 변화는 각 시기별로 친생모가 
처한 조건과 입양 또는 입양 외의 선택지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때의 
친생모의 선택지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친생모 모성 관련 제도와 해외입양 관
련 제도, 해외입양・친생모에 관한 담론과 인식이라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형
성된 시 적 맥락 속에서 친생모가 자녀의 양육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떠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직접적 양육이 아니지만 친생모는 입양을 통해 자녀가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 던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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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입양상담                     
친생모 통계

1966년~1979년 1980년~1987년 1988년~1992년

연령별 
구성(%)

10 10~20
30~40 

20
20
10

20~30
35~45
15~20
15~20

3

25~35
30~35
15~20
10~15

3

20세~24세
25세~29세

30
40  이상

혼인지위별
구성(%)

기혼생모 30~40
55~65
5~10

25~35
60~70

5

25~30
65~75

2
미혼생모

고아 및 정보미상

입양사유별
구성(%)

무계획 임신 50
15~20

25
8

55~65
10~15
10~20

5

70~75
10

10~15
3

빈곤
이혼・가정파탄

부모 사망

<표 127> 입양상담 통계에 나타난 시기별 친생모 특성 변화 

 시기별 변화로는 친생모의 연령별 구성의 경우, 전체 시기 동안 20 의 비율
이 가장 높은 가운데, 다른 연령 의 구성비의 변화가 많았는데, 30  이상의 
비율이 3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줄어든 반면 10 의 비율은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높아진 양상을 보 다. 혼인지위별 구성의 경우는 전체 시기 동안 
미혼생모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비율도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 다. 그런 가운데 기혼생모의 비율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간 
동안 30퍼센트 내외로 적지 않은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인식
과 달리 많은 기혼(유배우, 이혼, 사별, 재혼)생모도 자녀를 입양 보내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양사유별 구성의 경우, 무계획 임신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 으며 그 구성비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수준으로 꾸준히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입양사유로는 이혼・가정파탄과 빈곤이 주요한 입양사유 으며 두 
요인의 합계는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줄어드는 양상을 통해 모자가정에 

한 인식의 변화나 빈곤가정의 감소하면서 이들 가정의 자녀가 해외로 입양
되는 빈도가 꾸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쟁고아로 시작된 고아



                                                                       제6장. 결론

- 513 -

시기 구분
해외입양
 친생모 특성

1966년~1979년 1980년~1987년 1988년~1995년

주요 연령
전반 30 (추정)

20  초반, 중반 10 , 20  초반
후반 20  중반, 후반

주요 혼인지위
전반 사별, 유배우 이혼, 재혼, 

유배우, 미혼
미혼

후반 사별, 이혼, 미혼

입양자녀
연령

전반 4세~6세
1세~3세 1세 신생아

후반 3세~5세

입양자녀 성별 
비율 (여아 : 남아)

전반 4 : 0
3 : 5 2 : 1

후반 5 : 3

<표 128> 해외입양 친생모 사례의 친생모・해외입양자녀 특성 변화 

의 해외입양은 연구 시기 동안 8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줄어들면서 부분의 
해외입양이 한부모 또는 양부모가 생존한 아동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친생모의 변화는 위 <표 128>에 정리한 바와 같으며, 제한적인 친생
모 관련 문헌자료와 상자료를 통한 분석이었음에도, 각 시기의 해외입양 통
계 및 해외입양 친생모의 인구사회학적 통계의 변화와 상당히 유사한 변동 추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친생모의 먼저 해외입양 친생모의 주요 연령 는 1960년  후반
과 70년  초반의 30 (자녀수와 연장 자녀 연령에 따른 추정)에서 점차 낮아
져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10 와 20  초반으로 변화하 다. 다음으로 
해외입양 친생모의 혼인지위는 사별, 유배우, 이혼에서 점차 미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1980년 에는 이혼, 재혼, 유배우, 미혼의 친생모가 다양하게 분
포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1990년 에 접어들면서는 부분의 친생모가 미혼생
모로 변화하 다. 
 이러한 친생모의 연령과 혼인지위의 변화는 각 시 별 한국 모성의 변화 속
에 친생모가 선택할 수 있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해외입양
을 선택하 던 자녀의 특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사별, 이혼, (유배우) 기
혼 상태의 30 와 20  후반의 친생모가 다수를 이루던 1980년  이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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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입양자녀의 연령이 3세에서 6세까지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1980년 에 
접어들면서 친생모의 연령이 20  초반과 중반으로 낮아지면서 입양자녀의 연
령도 3세 이하가 주류를 이루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친생모 연령이 10 와 20  초반의 청소년 미혼모
로 전환되면서 출산과 동시에 신생아인 자녀의 입양으로 변화하 다. 
 친생모의 혼인지위와 입양을 고려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양자녀의 성비는 
초기의 여아가 부분을 차지하던 양상이 점차 여아비율이 줄어들어 1980년

 이후에는 성별 차이에 의해 입양이 결정되는 경우가 줄고, 1990년 에는 
미혼생모로서 출산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입양을 선택하면서 성비에 따른 해외
입양 결정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여아에 한 해외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져 비슷한 성비로 전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입양 친생모의 결정과 해외입양 증감, 특히 해외입양 관련 제도와 관련
해 설명 요약, 특히 제목에 나타난 충돌과 결합, 동시 급감이란 변화를 통해 
제도적으로나 개인적 친생모 결정으로, 특히 친생모 편견과 비난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해외입양 양상을 설명해보았다. 또한 친생모의 입양결정 양
상과 조건, 맥락이 변화하는 가운데, 친생모 구성 또한 시 적으로 변화를 거
듭하 다. 그러한 친생모 구성 상의 변동은 해외입양의 양적 증감은 물론 해
외입양 아동의 특성으로서 연령, 성별, 입양시기와 과정 등과도 접한 관련
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절. 연구의 함의

 기존의 해외입양에 한 연구들은 한국 해외입양이 그렇게 많았던 것에 한 
설명은 개별적(친생모 또는 친생가족) 요인으로 설명하거나, 해외입양 제도(법
률과 정부 정책)에 초점을 두거나,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 혈연주의와 국내입
양의 부족이라는 설명해 왔다. 한편 기존 연구들에서 해외입양 친생모는 사회
적 맥락 속에서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자 모성을 가진 존재라기보다 비
윤리적인 친생모로 전제되면서, 그 자녀인 해외입양된 많은 아동을 버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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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국가・사회적 제도에 의해 해외입양으로 자녀를 빼앗긴 피해자로 인
식되어왔다. 이때 해외입양 친생모는 곧 미혼생모와 동일시되었는데, 이는 기
혼생모로서 자녀를 해외입양 보내었던 친생모들을 비가시화하고 그 존재와 입
양 사실을 주목하지 않은 양상이 오랜 동안 이어진 결과 다. 친생모 입양결
정 조건과 친생모의 삶에 향을 준 제도적 현실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친
생모의 입양결정 및 해외입양 증감 간의 관계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내었다.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입양 친생모를 모성적 행위자로, 입양결정을 모성적 실천으로 바
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기존의 가부장적 모성 이데올로기 관점
에서 구성된 친생모 인식과 담론을 여성주의 모성 관점에서 재구성해내었다. 
요보호아동을 통한 친생모 입양결정 특성의 파악을 통해 그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의 한국 해외입양 연구나 친생모 연구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친생모 관련 
연령, 혼인여부, 입양결정 양상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며 1960년  초반의 혼
혈아동 중심의 해외입양에서 1993년 이후의 미혼생모 중심의 해외입양으로 
변화하기까지의 변화를 분석해 내었다. 이를 통하여 친생모의 구성 양상이 한
국 모성의 제도적・현실적 조건의 변화와 연관 속에서 한국 해외입양 증감 및 
해외입양 아동 특성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행위자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연구를 통해 기존의 해외입양 발생과 증감은 물론 기존의 해외입
양 담론, 해외입양 친생모에 한 인식에 전제되어 있던 모성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시각을 성찰하고 이를 한국 모성과 여성주의 모성 연구 접근을 통해 
해체하고, 수정 및 재구성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해외입양과 한국 모성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접근 가능
성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 해외입양 친생모와 그들의 모성경험이 갖는 
역사적, 여성주의적 함의를 기록하고 분석해 내었다. 그동안 국가・제도적 가
부장 체제의 희생자로 혹은 아이를 버린 비윤리적 낙인의 상이었던 친생모, 
특히 미혼생모에 하여 이들의 입양결정이 이루어진 제도적 조건과 사회적・
시 적 맥락을 살핌으로서 모성적 주체로서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해외입양 친생모가 처했던 시 적 맥락과 제도적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모성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설명될 수 없는 친생모의 행위성을 드
러내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국 모성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
과 조건 속에서 형성된 친생모 모성이 갖는 경계적이고, 이중적 성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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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의가 있다. 해외입양 친생모는 기존의 설명에서 전제된 바와 같이 단순
한 희생자로서 그 결정과 행위, 증감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형적 
권리 획득과 자율성을 획득을 중심으로 주체성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
운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한국의 해외입양 친생모는 그들이 겪었던 일면
의 피해자성과 합리적 행위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행위성을 가진 존재 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도적 배제와 가부장적 현실이 친생모가 처한 현실 속
에 엄존(儼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 속에서 친생모는 무력하게 자녀를 빼앗기거나, 비정하게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유기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어머니로서 입양을 통해 보다 나
은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안적 보살핌을 위해 해외로의 입양을 
결정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친생모의 입양결정은 친생모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루
어진 모성적 실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러한 입양결정은 관련 제도와 
사회적 맥락의 변화 속에 형성된 친생모 모성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른 
형태의 특성을 보 다. 그런 점에서 한국 해외입양 친생모의 입양결정은 복합
적・시 적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친생모에 가해진 차별과 억압에 따른 ‘포
기’이거나 혹은 친생모의 주체적 자율성과 합리성, 어느 한쪽 측면으로 설명
될 수 없는 억압과 주체성, 외적 강요와 상황적 합리성이 결합되어 형성된 독
특한 한국적 친생모 모성실천 행위 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해외입양이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친생모의 입양과 입양 외 선
택지가 다양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한 조건의 변화 속에 이를 선택하고 결정
할 뿐 아니라 수행할 모성적 주체성의 강화, 특히 모성 지위와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적 권리의 담지자로서 여성의 역량과 선택권이 확 되는 상황에 긴 하
게 연관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해외입양 아동의 국내 보호절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기록의 공백을 
극복하고, 이들 해외입양 아동을 한국 사회와 가정, 친생모로부터 해외로 입
양되기까지의 과정과 해외입양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설명하였으며,  
한국 해외입양 친생모와 그들의 모성경험이 갖는 여성주의적 함의를 기록・분
석해 냄으로써, 국가간입양의 형성과 확대에 주요한 당사국으로 한국이 어떠
한 역사사회적 과정을 통해 해외입양을 확대하고 또 감소시켜갔는지에 대한 



                                                                       제6장. 결론

- 517 -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한국 아동복지 현장에서 그간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거나 설명하
지 못하 던 요보호아동 및 가족 외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기아・미아 발생, 

아・육아시설 입소아동, 해외・국내 입양) 보호 추이와 시 별 변화양상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해외입양 과정과 증감 양상에 한 이해를 심화
하 다. 요보호아동에 한 분석을 통하여 친생모와 해외입양 사이의 아동보
호 체계와 아동 추이를 통해 그동안 ‘버려진 아이들’로 인식되고 기록되어 온 
한국 해외입양 아동이 부분이 실제로 유기되어 발견된 유기(遺棄) 기아가 
아닌 각 시기별 변화 속에 입양 상 아동이자 친생부모로부터 입양 의뢰된 비
유기(非遺棄) 기아 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기아에 한 아동복지 통계적 접근을 통하여 아동보호 발생과정을 재
구성하고 모성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함으로써 본 연구 기간(1966년부터 1992
년까지)에 입양된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18만3천여 명의 아동에 한 질문을 
기존의 버려진 아이들에게 어떻게 입양가정을 찾아줄 것인가에서 확 된 왜 
이렇게 많은 아동이 친생가족・친생모로부터 헤어져야만 했으며, 왜 친생모들
은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었는지에 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주
요한 해외입양 송출국인 한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해외입양을 확 하고 또 
감소시켜갔는지에 하여 해외입양 친생모의 모성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
록하고 분석해 냄으로써 국가간입양의 형성과 확 에 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었다. 

3절.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국가간입양이 형성되던 20세기 중반
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해외입양을 지속해 왔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아
동을 국외로 입양한 특수한 사례국이자 송출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 주요한 시기로서 1966년부터 1992년까지의 추세적 증
가 및 급감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 추후의 연구 과제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시기를 확 하여 해외입양의 형성 시기인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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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시기와 1993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의 유지 시기, 그리고 200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 해외입양의 전체 시기에 해서도 본 
연구에서 접근한 바와 같이 해외입양 친생모 모성과 한국 사회 및 모성의 변
화가 해외입양 증감에 끼친 상호관계성에 주목한 연구와 성찰이 진행될 필요
가 있다. 특히 1993년 이후의 10여 년간 지속된 해외입양 유지 시기와 2000
년  중반을 전후하여 시작된 추세적 감소가 나타난 것에 해서는 본 연구의 
연구 질문과 달리 왜 한국의 해외입양은 줄어들 수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여
러 정책적, 사회적 모색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이 지속되는 양상이 나
타났는지를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모성, 가족법, 가족계획사업, 탁아보육사업, 미혼모 보호정책 및 
관련 시설, 모자복지 역사에 관한 보다 많은 자료와 기록의 발굴하고 분석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법 개정(호주제 폐지) 운동, 가족계
획사업, 탁아보육・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변화, 모(母)의 친권과 여성의 재생
산권, 미혼모 보호시설 및 지원제도의 변동이 기존의 제도사, 운동사 중심의 
국내 연구를 보다 확 하여 사회 변화 속에서 그러한 제도가 어떠한 결과나 

향력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
다. 그러나 연구 범위 시기가 넓고 관련 제도가 다수인 점, 그리고 관련 자료
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각각의 제도를 심화하여 살피기보다는 해외입양 친생모
에게 특히 입양결정에게 끼친 향과 당시의 한국 모성의 현실에 가져온 변화
들을 중심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 3장에서 5장의 2절에서 다룬 각 시기별 한국의 가족법 개정, 가족
계획사업, 탁아보육사업, 미혼모 보호정책 및 시설, 모자복지와 관련된 연구 
결과의 심화시키는 연구를 다음 작업의 과제로 남겨둔다.
 셋째, 보다 다양한 학문적 역과 관점에서의 한국 해외입양 논의가 이루어
지고 이를 연결・심화해갈 필요가 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아동의 입양과 
이주로서 국가간입양이 어떠한 제도적・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아동, 가족, 부
모, 국민됨의 경계를 재구성하면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데 한국의 해외입양 
연구는 여전히 많은 과제와 질문이 남겨져 있음을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국외는 물론 국내의 해외입양 연구에 있어 보다 다양한 관점과 
학제에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외입양 역사와 경험에 

한 접근 관점이 초기 개인 당사자로서 입양3자에 한 관심으로 점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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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 관련 연구 역이 국가간입양에 향을 준 사회, 문화, 인종, 계급, 
정치경제 체제, 아동, 여성, 가족・재생산・섹슈얼리티적 요인으로 확 되어 
가는 최근의 국가간입양 연구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성에 
한 연구 주제 또한 확 ・심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해갈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 해외입양의 증감이라는 현상을 친생모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을 
시도하면서 해외입양 친생모를 모성적 주체이자 행위자로 전환하고자 하 고, 
그 관점에서 한국 해외입양 증감을 설명해 보았다. 그러나 친생모의 행위자성
이 단순히 친생모로서 경험한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억압과 이분적으로 
척 관계로 설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추후에 한국의 친생모가 경험
한 가부장적 억압에 한 계속된 연구를 진행해야야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 던 친생모의 행위성과 주체성이 발현되었다는 주장이 곧 당시
의 억압이 약하거나 부재하 다는 양자택일적 논리를 넘어 억압된 상황 속에
서 발현될 수밖에 없었던 행위자성과 친생모의 주체적 선택이 더욱 절실해졌
다는 입장에 서 있음을 밝혀둔다. 그런 점에서 해외입양 친생모의 주체적 행
위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사회와 관련 제도 및 사회구조 전반의 가부장적 
억압, 그리고 그 연장에서 엄존했던 입양 압력에 한 기록과 성찰은 여전히 
무겁게 한국사회, 정부와 관련 당사자 더 나아가 한국사회와 학계에 남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이에 한 진지한 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성주의 연구로서 친생모와 해외입양 연구의 확 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입양 친생모에 한 비난의 방식이 아닌 친
생모의 실질적 선택권과 권리의식의 제도화가 해외입양을 줄이는 데 주요한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입양 증감은 여성과 어머
니의 실질적 선택권의 확 와 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가족, 
재생산, 섹슈얼리티, 모성보호 등 주요한 여성주의 연구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해외입양 친생모와 해외입양 
연구가 한국 여성사, 여성의 권리에 한 인식, 여성운동적 측면과 함께 논의
되고 재조명될 가능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의 권리, 모성의 선택권의 확 가 어떻게 해
외입양 유지와 감소에 향을 주게 되었나를 보다 심화하여 질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해외입양이라는 현상의 이면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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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성과 모성 이데올로기가 해외입양 친생모에 한 시선이 내재되어 있었
다는 점에서 친생모 억압을 통해 현  한국 가부장성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해외입양의 증감을 한국 사회 근 적 
가부장성이 지속, 강화 및 변동하는 양상을 살피는 주요한 지표로 주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해외입양과 한국 현  가부장성에 한 논
의를 통해 가족사, 여성사와 여성운동・여성 관련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한국
이 해방 이후 2020년 현재까지 75년에 걸쳐 밟아온 여성주의 인식의 수용과 
제도화 과정, 실질적 향에 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21 -

<참고문헌>

1. 1차 자료

1) 연속간행물

국회사무처(1948~2016) 『국회회의록』
보건복지부(1995~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사회부(1958~1994) 『보건사회통계연보』
        (1972) 『보건사회연감』
청소년 책위원회(1985) 『청소년 백서』
치안본부(1982) 『경찰통계연감』
한국여성개발원(1985) 『여성백서』
        (1991) 『여성백서』

2) 연구・조사・정책 자료

김미숙 외 6명(2013)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보건사
회연구원.

김유경・임성은(2011) 『해외입양 줄이기 종합 책 연구』, 보건복지부・중앙입
양정보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부(1983) 『해외입양지침』.
          (1984) 『해외입양지침』.
          (1986) 『해외입양지침』.
          (1986) 『미아 입양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1987) 『부녀행정 40년사』.
          (1992) 『부녀복지시설현황』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1984) 『해외입양 추진현황 및 책 보고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2013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한부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522 -

모가족지원』.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2016)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

려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무장관 제2실(1995) 『한국여성발전 5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인구정책 30년』.
        (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1999)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연구소(1972) 『한국사회복지연감 1972』, 서

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연구소.
한국여성개발원(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발생요인 규명과 복지 책 

모색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86)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87a) 『미혼모발생 예방 책에 관한 프로그램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87b) 『부녀복지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87c) 『아동보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88) 『 세지역 아동보육 및 환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한국가족법학회(1990)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

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3) 기관 역사 자료, 기관지

한사회복지회(2004) 『나눔, 그 아름다운 삶, 한사회복지회 50년사』, 서울: 
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2003) 『동방사회복지회 30년사』, 서울: 동방사회복지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79) 『한국의 사회복지』, 서울: 사단법인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애란원(2010a) 『애란원 50년사, 1960-2010』. 서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애란원.



                                                                          참고문헌

- 523 -

애란한가족네트워크(2016) 『사랑을 심는 사람들』,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애란한가
족네트워크.

이태 (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외동포재단(2006) 『국외입양인 백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중앙입양정보원(2009) 『사진으로 보는 한국 입양史』. 서울: 중앙입양정보원.
카바40년사 편찬위원회(1994)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 외국민간원조기관한

국연합회 40년사』. 서울: 홍익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

소 출판부.
홀트아동복지회(1987) 『상담사례집』.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2005)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1955-2005』,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4) 세미나 자료집, 발표 및 토론 자료, 기타

주 희(1989) “사회복지시설의 운  개선 방안”, 『민정당 정책위원회 보고서』.
중앙아동복리위원회(1975) 『아동복리세미나』.
        (1976) 『아동복리세미나』.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6) 『아산 사회복지사업 재단 제8회 사회복지 

심포지엄 논문집: 現代社會와 女性』.
애란원(2010b) 『애란원 5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한국 미혼모복지 역사

와 발전방향』.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1993) 『21세기의 유아보육』, 서울: 한울.
한국부인회 총본부(1996) 『윤락여성 및 미혼모에 한 자료집』, 서울: 사

단법인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어린이재단(1988) 『아동학  및 방임의 예방과 책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5) 언론 자료 및 영상 자료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524 -

『경향신문』 기사 자료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동아일보』 기사 자료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매일경제신문』 기사 자료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조선일보』 기사 자료원,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기사 자료원, (https://joongang.joins.com/)
『한겨레』 기사 자료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The New York Times 기사 자료원, (https://www.nytimes.com/)
  <전체 기사 최종 검색일: 2020년 7월 5일>

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감독: 장길수, 제작: 김계성, 각본: 유우제, 장길
수, 원작: 유우제, 개봉일: 1991년.

TV 다큐멘터리 『나의 이름은 신성혁』 방송사: MBC(문화방송), 프로그램: 『휴
먼다큐, 사랑』 방송일: 2017년 5월 8일, 5월 15일.

6) 홈페이지 

<구세군 한본 > (http://salvationarmy.or.kr/)
<구세군두리홈> (http://www.sawoman.or.kr/)
<국가기록원> (http://archives.go.kr/)
<국가기록원 통령기록관> (http://p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국회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kdemo.or.kr/)
<입양인 지원센터(구 중앙입양원)> (https://www.kadoption.or.kr/)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사회봉사회> (http://www.kssinc.or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gsis.kwdi.re.kr/)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전체 기사 최종 검색일: 2020년 7월 5일>



                                                                          참고문헌

- 525 -

2. 2차 자료

1) 국내 문헌

강은화(2006)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여성학』, 22(3): 39-59.

강태인(2014a) 『해외입양인 생모(生母)의 모성정체성 구성에 관한 생애사 연
구』, 성균관 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2014b) “해외입양인 친생부모의 생애사 연구: 자녀찾기 경험을 중심으
로”, 『가족과 문화』 26(3): 105-144.

고혜연・임 식(2008) “한국의 국제입양정책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0(4): 
265-289. 

권희정(2013) 『한국의 미혼모성에 관한 연구: 근  이후 가족과 입양제도의 
변화 및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인류학전공 박
사학위 논문(미간행).

      (2014)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 의 탈모성화 역사”. 『구술사
연구』 5(2): 37-80.

김근조(1984)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 책에 관한 연구』, 중앙 학교 사회
개발 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김만지(2001) “청소년기 미혼모의 진로태도성숙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
입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2: 134-159.

김석산(1984) 『육아시설아동의 입소원인분석을 통한 이들의 가정복귀 가능성
에 관한 연구』, 숭전 학교 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김아람(2009a) 『1950~1960년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 입양과 교육을 중
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2009b) “1950년  혼혈인에 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 
22: 33-71.

김연명(1993) 『韓半島의 冷戰體制가 南北韓 社會福祉에 미친 影響』, 중앙
학교 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김 모(1985) 『한국가족정책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용숙(1982) “미혼모문제의 책과 방향”, 『사회복지』 72: 103-121.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526 -

김의 (1997) 『아동보육론』, 서울: 동문사.
김재민(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 연구: 국가기록물과 언론보도를 중심으

로』. 성공회 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김재란(2012) “흩뿌려진 씨앗들: 기독교가 한국인 입양에 미친 향”, 제인 정 

트렌카・줄리아 치니에르 오패러・신선 (편), 뿌리의집(역), 『인종간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285-307.

김종해(1993) “ 유아보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편), 『21세기의 유아보육』 193-238.

김정자(1993) “현행 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아이들의 보육
을 걱정하는 모임(편), 『21세기의 유아보육』 43-77.

김진(1962) “고아입양특례법”, 『법학』 4(1,2): 124-139.
김호수(2008) “깜빡거리는 모성: 한국인 생모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

이론』. 19: 126-145.
      (2015) “아이를 키우지 못한 엄마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생모들”, 

캐슬린 자숙 버퀴스트・엘리자베스 봉크・김동수・마빈 화이트(편), 유진월
(역) 『한국 해외 입양』, 181-207.

노상학(1996) “미혼모와 혼외자를 위한 사회복지 책연구”, 『강남 학교 논문
집』 27: 183-229.

등에 편집부(1989) 『여성문제의 새로운 인식 Ⅱ: 여성취업과 탁아운동』 -: 등에.
박숙자(1990) “취업모를 위한 탁아제도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이효

재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박정렬(1994)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그 변천과정의 분석과 평가』, 서울

학교 행정 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배은경(2004)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1970년 까지의 경

험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2012) 『현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서울: 

시간여행.
      (2015) “1960-70년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 ’”, 

이재경 유철인 나성은 외(편) 『조국 근 화의 젠더정치: 가족・노동・섹슈
얼리티』, 서울: 아르케.

석광현(2012) “국제입양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의 제 문제: 입양특례법과 헤



                                                                          참고문헌

- 527 -

이그입양협약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6(3): 365-418.
성정현・김지혜・신원우(2011) “청소년 미혼모의 안학교 경험에 관한 연

구”, 『한국가족복지학』 33: 223-258.
성정현・김희주(2016) “미혼모가족에 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

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28(1): 33-58.
세블룸, 리사. 울림(2018) 『나는 누구입니까』, 이유진 (역), 서울: 산하.
심 희・정진성・윤정로(편)(1999)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삶・정

체성』, 서울: 나남.
안창 (1992) 『한국의 기・미아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 학교 행정 학

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양현아(2005)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양현아 (편), 서울: 서울  BK21 법

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파주: 한울.
원 희(1989) 『한국입양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학교 사회학과 석사학

위 논문(미간행).
윤미현・이재연(2001) “10  미혼모의 유아입양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149-169.
윤주희(2007) 『다녀왔습니다』, 박상희 (역), 파주: 북하우스.
윤택림(2005) “입양의 문화정치학” 『한국학』 28(1): 71-94.
이경아(2009) 『모성과 자본주의 생산성의 경합에 관한 연구 : 한국 중산층 어

머니의 자녀 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이경은(2017)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서울 학교 
법학과 국제법전공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이명순・박주현(2008) “입양을 결정한 10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187-205.

이명호(2013) “버려진 아이들의 귀환: 입양인 서사와 박정희 체제”, 『국제비교
한국학회』 21(1): 41-75.

이명희・브래드 펀(2010) 『37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 서울: 문예당. 
이미정(2011) “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이화젠더법학』 2(2): 79-107.
이배근(1988) “아동유기의 현황과 책”, 『아동학  및 방임의 예방과 책에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528 -

관한 세미나 보고서』, 한국어린이재단.
이병화(2003) “입양동의 국제적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48(2): 135-164.
이성진(1993) “한국의 유아보육의 현실과 장・단기적 발전방안”, 우리아이

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편), 『21세기의 유아보육』, 13-41.
이연정(1999)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심 희・정진성・윤정로(편) 『모

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삶・정체성』, 21-41.
이 자・김혜순・민경자・이정옥(1993) 『성평등의 사회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이정옥(1999) “페미니즘과 모성: 거부와 찬양의 변증법” 심 희・정진성・윤

정로(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삶・정체성』, 43-67.
이혜경(1991) “탁아정책의 안 모색”.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

정하는 모임 (편)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공동육아제도의 전망』, 
서울: 한울.

임재택(1993)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방안”,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편), 『21세기의 유아보육』 255-283.

임정빈(1967) 『韓國 混血兒에 對한 一考』, 이화여자 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
학위 논문(미간행).

장경섭(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 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2011) “‘위험회피’ 시 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 1-23.
장복희(2004)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개선”, 『저스티

스』 93: 221-235.
      (2010)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과 주요국 입양법에 관한 연구”, 숭

실 학교 법학연구소(편), 『법학논총』 23: 373-401.
장소 (1976) 『未婚母 問題解決을 위한 社會事業的 方案 硏究』. 이화여자

학교 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전경옥・유숙란・김은실・신희선(2011) 『한국 근현  여성사: 정치 사회 2: 

1945~1980년』, 서울: 모티브북.
전명수(2011) “한국 아동 해외입양의 종교사회학: 그 시작과 지속의 배경에 

한 성찰”, 『한국학연구』 38: 317-348.
정소라(2015) 『‘가부장’없는 가부장제: 한국 미혼모의 입양과 양육 실천』, 연

세 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참고문헌

- 529 -

정홍익(1987) “제18장 복지행정”, 조석준 외(편).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1968-1984)』, 서울: 서울 학교출판부.

정현미(2011) “비혼모에 한 한국사회 처우와 권리 보장 방안”, 『이화젠더법
학』 2(2): 109-134.

조가은(2019) 『박정희 정부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과 체제화 : 근 화 구상과 
해외입양 체제』, 서울 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조복희・강희경・김양・한유미(2013)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381-405.

조 미(2005)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 정책”, 양현아(편),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45-78.

조은(2004) “한국의 가부장제와 모성: 도구적 모성에 한 계보 찾기”, 조옥
라・정지 (편), 『젠더, 경험, 역사』, 205-213.

지승경(2019) “ 한가족계획협회의 초기 임신중절로서의 월경조절술(Menstrual 
Regulation) 제공에 한 연구(1974-1990)” 『여성학논집』 36(1): 121-158.

최승희(2008) “입양으로 자녀를 상실한 미혼모들의 슬픔 연구: 외적통제소, 자
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입양결정과정의 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
구』 36: 203-225.

최혜경(1998) 『우리나라의 기아발생과 사회보호 현황』, 동국 학교 행정 학
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탁연택(1986) “새로운 시각에서 본 입양” 『사회복지학회지』 8: 209-232.
트렌카, 제인. 정(2004) 『피의 언어』 송재평(역), 서울: 도마뱀출판사 (Trenka, 

J. J.(2003) The Language of Blood: a memoir, Minnesota: Minnesota 
Historical Society.)

한국아동학회(2004) 『한국 아동학의 연구, 동향과 전망』, 서울: 학지사.
한상순(1993) “애란원을 중심으로 본 미혼모의 현황” 한국부인회 총본부(편), 

『윤락여성 및 미혼모에 한 자료집』, 418-426.
한성현(1973) 『人工姙娠中絶에 關한 硏究』. 서울: 家族計劃硏究院.
한서승희(2014) “국외 입양과 아동의 이주”, 『민족연구』 60: 68-85.
한승희(2011) 『한국의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 해외입양 관련 국제 협약을 중

심으로』, 숙명여자 학교 국제관계 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허남순(1973) 『국내입양사업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양자회를 중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530 -

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파주: 양서원.
황병남(1971) 『미혼부모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 학교 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황정미(2001)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1960~70년 의 한국 부녀

행정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휘비네트, 토비아스(2008)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한국 중문화에 나타

난 해외 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뿌리의집 (역), 서울: 소나무 
(Hübinette, T.(2006)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Adopted Koreans in 
Korean Popular Culture, Seoul: Jimoondang.)

2) 국외 문헌
 
Altstein, H & Simon. R. J.(1990) Intercountry Adoption: A 

Multi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Bartholet, E.(1993) Family Bonds: Adoption and the Politics of 

Parenting.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Bordo, S.(2005) “Adoption”, Hypatia 20(1): 230-236.
Brakman, S. & Sally, J. S.(2006) “Adoption, ART, and a 

Re-Conception of the Maternal body: Toward Embodied 
Maternity”, Hypatia 21(1): 54-73.

Briggs, L.(2012) “Feminism and Transnational Adoption: Poverty, 
Precarity, and the Politics of Raising (Other People’s?) Children”, 
Feminist Theory 13(1): 81-100.

Brownstein-Evans, C.(2001) “Negotiating the Meaning of Motherhood: 
Women in Addiction and Recover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Mothering 3(1): 161-171.

Carlson, R. R.(1988) “Transnational Adoption of Children”, Tulsa Law 
Review 23(3): 317-377.



                                                                          참고문헌

- 531 -

Cassidy, L.(2002) “My Mother’s Daughters: Thoughts about Adoption”, 
(eds) Birgit, C. & Angelica, B. et al, Knowledge, Power, Gender: 
Philosophy and the Future of the ‘Condition Feminine’. Zurich: 
Chronos.

Cheney, K.(2014) “‘Giving Children a Better Life?’ Reconsidering Social 
Reproduction, Humanitarianism and Development in Intercountry 
Adopt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6(2): 
247-263.

Choy, C. C.(2013) Global Families: A History of Asian International 
Adoption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Davis, M. A.(2011) “Intercountry Adoption Flows from Africa to the 
U.S.: A Fifth Wave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5(4): 784-811.

Deykin, E. Y., Campbell, L., & Patti, P.(1984) “The Post-adoption 
Experience of Surrendering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 199-205.

Dowd, N. E.(1994) “A Feministy Analysis of Adoption”, Harvard Law 
Review 107(4): 913-936.

Fonseca, C.(2003) “Patterns of Shared Parenthood among the Brazilia 
Poor”, Social Text 21(1): 111-127.

         (2011) “The De-Kinning of Birthmothers: Reflections on 
Maternity and Being Human”, Vibrant Virtual Brazilian Anthropology 
8(2): 307-339.

Fronek, P.(2009) “Operation Babylift: Advancing Intercountry 
Adoption in Australia”, Journal of Australian Studies 36(4): 
445-458.

Giberti, E.(2000) “Excluded Mothers: Birth Mothers Relinquishing 
Their Children”, (eds) Selman, P. Intercountry Adoption 
Developments, Trends and Perspectives. -: British Agencies for 
Adoption and Fostering.

Glenn, E. N.(1994) “Social Constructions of Mothering: A Thematic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532 -

Overview”, (Eds) Glenn, E. N., G. Chang., & L. R. Forcey. Mothering 
Ideology, Experience, and Agency.  New York: Routledge, 1-29.

Homans, M.(2018) “Introduction”, Critical Adoption Studies 6(1): 1-4.
Högbacka, R.(2016) Global Families, Inequal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 The De-Kinning of First Mother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9)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Social Production of 
Abandonment”, International Social Work 62(1): 271-282.

Kim, J.(2009) “An “Orphan” with Two Mothers: Transnational and 
Transracial Adoption, the Cold War, and Contemporary Asian 
American Cultural Politics”, American Quarterly 61(4): 855-880.

Klein, C.(2003)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California: -.

Kunzel, R. G.(1993) Fallen Women, Problem Girls: Unmarried Mothers 
and the Professionalization of Social Work, 1890-1945.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ancette, J., & McClure, B. C.(1992) “Birth mothers: Grieving the Loss 
of a Dream”,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4(1): 84-96.

Lovelock, K.(2000) “Intercountry Adoption as a Migratory Practic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Immigration 
Polic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New 
Zealand in the Post W.W.Ⅱ Period”,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4(3) 907-949.

Mahony, J.(1995) “Adoption as a Feminist Alternative to Reproductive 
Technologies”, (eds) Joan, C. C. Reproduction, Ethics and the 
Law.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Myers, K.(2018) “Marking the Turn and New Stakes in (Critical) 
Adoption Studies”, Critical Adoption Studies 6(1): 17-20.

Oh, A. H.(2015) To Save the Children of Korea: The Cold War 
Origins of International Adop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 533 -

O’reilly, A.(2009) “Introduction”, (eds) O’reilly, A. Maternal Thinking: 
Philosophy, Politics, Practice. Toronto: Demeter Press. 1-13.

Park, S. M.(2006) “Adoptive Maternal Bodies: A Queer Paradigm for 
Rethinking Mothering?”, Hypatia 21(1): 201-226.

Patersen, S.(2013) The Rise and Fall of Intercountry Adoption: How 
Are Current Practises And Structures Tipping the Balance?. the 
Master Thesis of Arts International Development,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Flinders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Pate, S.(2014) From Orphan to Adoptee: U.S. Empire and Genealogies 
of Korean Adoption. Minnesot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avlovic, A., Mullender, A. & Aris, R.(2005) “Abandoning Mothers 
and Their Children”, (eds) Porter, M., Short, P., and O’Reilly, A. 
Motherhood: Power and Oppression, Toronto: Women’s Press. 
251-264.

Ruddick, S.(1989) Maternal Thinking: Towards a Politics of Peace, 
Toronto: The Women’s Press.

Saclier, C.(2000)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ds) Selman, 
P. Intercountry Adoption Developments, Trends and Perspectives. 
-: British Agencies for Adoption and Fostering.

Selman, P.(2017) “Global Trends in Intercountry Adoption: 2001-2010”, 
www.adoptioncouncil.org/images/stories/documents/NCFA_ADOPTION
_ADCOCATE_NO44.pdf

Solinger, R.(1992) Wake Up Little Susie: Single Pregnancy and Race 
before Roe v. Wade. New York: Routledge.

Sorosky, A. D., Baran, A., & Pannor, R.(1978) The Adoption Triangle. 
New York: Anchor.

Tronto, J. C.(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 Psychology Press.

Weil, R. H.(1984) “International Adoptions: The Quiet Migrati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8(2): 276-293.

Weinreb, M. & Konstam, V.(1995) “Birth mothers: Silent Relationships”,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 534 -

Affilia 10(3): 315-327.
Wesseling, E.(2018) “Creating Historical Genealogies for Intercountry 

Adoption”, Critical Adoption Studies 6(1): 30-32.
Woo, S.(2015) “Imagining Kin: Cold War Sentimentalism and the 

Korean Children’s Choir”, American Quarterly 67(1): 25-53.
Yngvesson, B.(2003) “Going “Home”: Adoption, Loss of Bearings, and 

the Mythology of Roots”, Social Text 21(1): 7-27.
         (2010) Belonging in an Adopted World: Race, Ident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535 -

<Abstract>

Overseas Adoption of South Korean Babies and the 
Motherhood of the Birth Mothers, 1966–1992

Philsik Sh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overseas adoption of South Korean babies, focusing on the 
changes in social perception of overseas adoption and birth 
mothers’ decisions to send their children overseas for adoption. 
Since the Korean War, South Korea has sent nearly 170,000 
Korean children abroad for adoption. In consideration of the 
institutional reality of motherhood and the agency of birth 
mothers, this paper explores why so many Korean birth mothers 
put their children up for adoption, and why their children had to 
be adopted internationally.

There are two main explanations for the overseas 
adoption of Korean babies: 1) the abandonment discourse, which 
claims that children had to be put up for overseas adoption 
because too many children were being abandoned; 2) the 
irresponsible country discourse, which argu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ent children overseas without caring for them. 
However, both explanations overlook the birth mothers of 
children put up for overseas adoption. Until now,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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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perceived the birth mothers of children adopted 
internationally typically as cold-hearted teenagers and unwed 
mothers who abandoned their children or had to give them up 
due to circumstances. 

This study adopts a feminist motherhood research method 
in addressing the question of who the birth mothers were and 
what made them decide to put their children up for overseas 
adoption, with a special focus on the institutional reality of 
motherhood in Korean society and the agency of birth mothers. 
The study covers from 1966 to 1992, dividing this timespan into 
three periods: 1) 1966–1979, when the number of overseas 
adoptions increased and was maintained following the era of 
overseas adoption of children orphaned by the Korean war and 
biracial children; 2) 1980–1987, when there was a surge in the 
number of overseas adoptions after a short decrease; and 3) 
1988–1992, when there was a sudden drop leading to a gradual 
declining trend.

As is the case with many existing studies on birth 
mothers in Korea, methods and data that can explain the 
experiences and decisions of Korean birth mothers remain 
limit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not only the 
circumstances of Korean birth mothers and the possible 
alternatives to adoption but also related trends in the overseas 
adoption of South Korean babies within the context of the lives 
of the birth mothers and changes in Korean motherhood.

Social discourses and sociocultural representations 
concerning birth mothers and overseas adoption are reviewed 
through related policies and public media coverage in each 
period. The statistical features with respect to birth mother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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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adoption consulting are examined. Specific case studies 
of birth mothers who placed their children up for overseas 
adoption are then analyzed through the memoirs of overseas 
adoptees, casebooks on adoption consulting, and in-depth 
interviews. Government statistics related to overseas adoption, 
statistics on children in need of public assistance, and statistics 
on birth mothers who received adoption consulting were collected 
to gain insight into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number of 
children put up for overseas adoption by period. The findings 
from these analyses are compared to the acquired information on 
birth mothers. The analysis reveals the contexts of the lives of 
the birth mothers and what led them to decide to place their 
children up for adoption. Through a feminist motherhood 
research approach,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ircumstances of 
birth mothers changed within Korean society and how such 
changes affected their decision to put up their children for 
adoption.

Based on these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overseas adoption and birth mothers’ 
decision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from 1966 to 1979, 
while the instability of the domestic child protection system 
continued, child welfare facilities decreased in number while the 
adoption counseling organizations of overseas adoption agencies 
increased in number.

Policies to protect birth mothers were implemented, but 
most presumed that children were being put up for adoption and 
lacked proper awareness of birth mothers’ needs. While birth 
mothers who placed their children up for overseas adoption 
faced more social criticism, there were also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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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tions with regard to overseas adoption as the advantages 
became known.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birth 
mothers with biracial children, birth mothers with children of 
Korean descent began to seriously consider overseas adoption if 
they could not provide adequate care, and were also encouraged 
to do so by others. 

With the increase in overseas adoption, the government 
attempted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but such efforts were 
ineffective in that they overlooked the actual cause and 
background of the increase in birth mothers seeking adoption. As 
such, the number of birth mothers visiting overseas adoption 
agencies in the private sector continued to increase,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overseas adoption.

Second, from 1980 to 1987, while the ideology of the 
modern “normal family” was strengthened and the government’s 
overseas adoption policy shifted toward liberal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support for birth mothers was 
inefficient as ever. In addition, while the status of single mothers 
was weakened and their motherhood denied, foreign families who 
had adopted Korean children appeared to adhere to the model of 
a normal family. Amid these changes, no support or protection 
other than overseas adoption was provided for unmarried women 
who became pregnant and married women who had difficulty 
raising children. As a result, instead of raising the children by 
themselves, the number of birth mothers who received 
consultation about and sought out overseas adoption through 
overseas adoption agencies increased further. 

Despite the improvement in child welfare and related 
legislation during this period, after the government’s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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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verseas adoption, the number of children put up for overseas 
adoption, including abandoned and missing children, surged with 
the nationwide expansion of overseas adoption agencies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increased pressure to acquire children for 
adoption from maternity clinics. The increase in the numbers of 
birth mothers receiving adoption consulting and abandoned and 
missing children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overseas 
adoption. Contrary to the government’s expectation, more birth 
mothers decided to put their children up for adoption, and the 
number of overseas adoptions hit a record high during this 
period.

Third, from 1988 to 1992, the government changed its 
policy to impede overseas adoption when it faced criticism both 
at home and abroad. The legal status of “mothers” improved 
under the Family Law, and mothers’ rights received protection 
under the Child Care Act. In addition, more childcare support 
became available for birth mothers, both married and single. 
With the change in perception of the motherhood of unwed 
mothers, Koreans started to realize the need to provide support 
to all mothers regardless of marital status. Overseas adoption 
was no longer idealized, and its popularity waned. As Korean 
society’s idealization and desire for the lives of overseas adoptees 
declined, this led to a decrease in the need and preferences of 
birth mothers for overseas adoption. The rapid decrease during 
this period can be traced to the decrease in channels for 
adoption consulting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less favorable 
policies and change in perception towards overseas adoption, 
expanded childcare support for mother-and-child families, poor 
families, and unwed mothers’ families, and acknowledg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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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al rights. While married women could choose to raise their 
own child or abort, unwed mothers in their early twenties or 
younger were not free to make decisions on childcare, birth 
control, or abortion. Because most policies related to motherhood 
and childcare neglected unwed teenage mothers who had little 
choice but to put up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broad, most 
birth mothers putting up their children for overseas adoption 
were young and unmarri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hich explores the issue of 
overseas adoption through a feminist approach to birth mothers’ 
motherhood, is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veals not only the 
correlation between overseas adoption in Korean society, changes 
in the demographic composition of Korean birth mothers, and 
motherhood in Korea but also the changes in birth mothers’ 
motherhood and the adoption decisions of birth mothers in each 
period, which can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he overseas adoption of South Korean babies. 
Second, in contrast to the conventional ways of explaining the 
overseas adoption of South Korean babies, the abandonment 
discourse and irresponsible country discourse, this study 
suggests that birth mothers were subjective agents who decided 
to put up their children for overseas adoption in line with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overseas adoption system and Korean 
motherhood. By viewing birth mothers as maternal agents and 
their decisions as practices of motherhood, this study 
reconstitutes the perception and discourse of the birth mother 
based on motherhood from a feminist perspective, deviating from 
conventional patriarchal ideology. Third, by overcoming the gaps 
in existing studies and records on domestic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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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s for children adopted abroad, this study not only 
investigates the entire process of a Korean child being adopted 
overseas but also explains the social context at the time of 
overseas adoption. Fourth, this study not only deepens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seas adoption and 
Korean motherhood but also reveals and analyzes the feminist 
implications of motherhood exhibited by Korean birth mothers 
who put up their children for overseas adoption. By closely 
analyzing the Korean context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its 
transformation, this study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what 
historical and social processes have expanded and reduced the 
overseas adoption of Korean babies. 

Keywords : Overseas adoption of South Korean babies, Birth 
mother, Feminist motherhood research, Decision to put 
up for adoption, Intercountry adoption, Context of the 
birth country

Student Number : 2010-3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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