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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논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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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외입양의 현장에서 뿌리찾기에 관한 논점과 과제에 대한 것이다.
현재 해외입양의 실천 현장에서는 사후관리 서비스인 ‘뿌리찾기’에 관하여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와
‘비밀보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통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필수적이며 주요한 역할로
되어져 왔다. 특히 입양서비스는 친부모를 위하여, 때로는 양부모를 위해서도, 입양인의 출생배경에 대
한 비밀을 보장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모든 입양서류는 입양기관의 서고에 비밀스럽게 보관이 된다.
그러나 ‘뿌리찾기’가 사후관리 서비스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입양인들이 입양서류의
개봉을 요구하게 되었다. 뿌리찾기를 위해서 입양서류의 개봉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는 입양 초기에
친부모와 약속했던 ‘비밀보장’의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후관리 서비스 현장의 고민이
있으며 입양인의 ‘알 권리’와 ‘비밀보장’의 원칙 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뿌리찾기’는 입양인의 정신건강,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입양인
은 뿌리찾기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입양인의 ‘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뿌리찾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입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실천적 합
의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입양, 입양인, 뿌리찾기, 알권리, 정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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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아동의 해외입양은 1954년 정부가 혼혈 전쟁고아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해외입양정책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으며, 해외로 입양된 우리나라 아동
의 수는 현재까지 약 15만명(2002년까지 150,305명: 보건복지부통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그동안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모국
을 찾아오기 시작하였으며, 직접 찾아오지는 않더라도 뿌리찾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요청하
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입양기관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후관
리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뿌리찾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뿌
리찾기서비스는 친부모 찾기 및 상봉, 출생배경 정보 찾기, 모국방문, 서신왕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친부모 찾기 및 상봉 서비스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대한 서비스는 비밀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재 우리
나라의 입양정책과 상충하기 때문에(입양특례법 제 12조 3항: 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2
항: 제 12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뿌리찾기 서비스를 인
정하는 법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는 입양을 입양대상 아동과 입양대상 가정을 연결시
키는 한 시점의 사건으로서만 보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평생의 과정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
을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서, 양부모 가정에 입양되고 난 이후의 삶까지 서비스의 영역이 확
장됨을 의미한다.
입양은 입양 삼자인 친부모, 양부모 그리고 입양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입양이 정신건강 문제들(상실, 버림받음, 자아정체감, 자존감 등)
을 동반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구미에서는 입양은 평생과정 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Triseliotis, Shireman, Hundleby 1997), 입양 후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점
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Reitz & Watson
1992, Baglry, Young & Scully 1993, Berry 1993, Lee 1993).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뿌리찾기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결과가 빈약한 상태로 인하여
학계나 정부는 물론 입양 실천현장에서의 뿌리찾기 서비스에 대한 입장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입양인들은 현재 4개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
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으로부터 일관성 없는 뿌리찾기 서비스를 받고 있
다. 더욱이 입양 기관으로부터가 아닌 민간단체 및 개별적으로 한국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윤리적인 고려가 전혀 없이, 도움을 주게 되는 한국사람의 개인적인 가치관
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 뒤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예: 현재 결혼
해서 살고 있는 미혼 부모에게 갑자기 연락함으로 인한 새로운 가정문제 야기)가 다른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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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뿌리찾기 서비스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서는 입양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삼자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예:
경찰의 도움으로 동명이인을 찾는 경우). 현행법에는 법률 제 12조와 27조에 ‘입양의 비밀
보장’만을 명시했을 뿐 입양인의 ‘알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입양인의
알 권리와 친부모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함께 만족시키기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 뿌리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방문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명시하였으나,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
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입양 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뿌리찾기는 입양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양기관에서는 적절한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비밀보장 원칙하에 입양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입양인을 위한 뿌리찾기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실천 현장에서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입양서비스를 위해 필요하
다.
본 논고에서는 입양실천 현장에서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서, 입양인의 뿌리찾기와 관련한 가치관 논쟁 및 정신건강 문제(정체감을 중심으로)를 다룬
기존의 국․내외 문헌들의 고찰을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점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1) 뿌리찾기에 대한 가치관 논쟁: 비밀보장원칙 대 알권리(right to know)인정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대한 욕구는 입양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입양의 비밀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입양인의 뿌리찾기에는 입양삼자인
친부모, 양부모 그리고 입양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삼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뿌리찾기는 이 삼자 중 어느 한 쪽의 요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욕구로 인
하여 나머지 다른 두 쪽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입양기관에서는 이 삼자의 욕
구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입양인의 뿌리찾기는 입양기관
이 친부모로부터 아동을 인수할 당시 했던 비밀보장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윤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야기 시킬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입양은 비밀보장원칙 하에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경우 1851년 메사추세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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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초로 입양법이 제정되면서 부터 입양은 사회서비스로서 주(州) 법에 의해 통제를 받
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17년 미네소타에서 ‘입양기록을 밀봉’하는 법령이 통과 되면서, 일반
대중이 기록을 보게 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뜻하지 않는 결과들로부터 입양과정에 참여했
던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었다(Reitz & Watson, 1992:235). 그러나 입양 대상아동과 입양을 원
하는 양부모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입양 서비스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종래의 입장은 변화
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1975년 미국의 아동 법령(Children Act; 후에 1976년 입양 법
(Adoption Act)의 부분을 구성하게 됨)이 제정되어 18세 이상 된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출생정
보 기록을 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
는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Triseliot, Shireman & Hundleby 1997: 237).
Child Act의 내용을 보면, 18세 이상 입양인은 자신의 출생기록을 볼 수가 있으며 출생기록
원본을 복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그들의 입양과정에 참여했던 지역 관공서이나
입양기관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미국의 이러한 결과는 영국에서 1969
년 Triseliot가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연구
결과는, 자아상이 부정적일수록, 출생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을수록 친모의 만남을 원하
므로, 출생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친모와 만나는 기회를 주어 그들의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Triseliot의 연구 결과는 1975년 영국에서 입양인의 ‘알권리’를 법적으
로 인정하여 18세 이상 입양인들 에게 출생증명서 원본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정하게 하였으며
(Triseliot 1973), 이러한 흐름을 타고 80년대 들어서는 “개방입양(open adoption)”과 “입양기록
공개(open records)”라는 두 가지 논쟁이 입양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itz
& Watson 1992: 234).
입양인의 알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입양 삼자 중 나머지 사람들(양부모와 친부모)의 신분과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입양에 대한 기존 가치관에 큰 전환을 요구하는 것
이다. 비밀입양의 원칙만을 보장하고 입양삼자의 알권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각은
Aumed & Barrett(1984)의 연구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뿌리찾기를 시도한 사람과 시
도하지 않은 사람의 두 집단을 비교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입양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
복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양부모와의 관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부모를 만난 사람과 만날 예정인 사람의 자아개념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결국 입양된 사람들의 뿌리찾기는 필요한 것이 아
니며 행복한 입양인들은 뿌리찾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비밀입양 원칙의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인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일탈행위론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Brodzinsky가 발전시킨 ‘인지발달 이론(Cognitive-Development Theory)’은 입
양인은 그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양됨(being adopted)’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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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그 발달 단계에 따라 평생에 결쳐 입양인만의 독특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입양인의 뿌리찾기는 성인기의 입양인이 수행하는 발달상의 과업
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욕구이며, 박인선(1994)은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
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뿌리찾기는 입양인에 의해서 시작될 수도 있고, 혹은 친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양부모에
의해서 시작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입양기록을 공개하는데 대한 이 입양삼자의 입장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입양 사실을 공개함으로서 양부모는 자신의 입양자녀를 친부모에게 빼앗길지
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입양인은 양부모로부터 또 다시 버림받을 지도 모른
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들 때문에 양부모와 입양인의 관계에는 새로
운 갈등 상황이 벌어 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비밀 유지를 원하는
친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입양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 기록에 대한 ‘알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입양 삼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부모에게는 자신이 입양한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동
의 출생 배경을 알 권리가 있고, 친 부모 에게는 자신의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음을 알 권리가 있으며, 입양인 에게는 건전한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자신의 출생배
경 및 친부모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뿌리찾기에 대한 비밀보장원칙을 유지하려는 입장과 뿌리찾기를 입양인의 보편
적인 욕구로 보고 알권리를 인정하자는 입장 사이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적
으로 입양인들의 알권리를 인정하자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1986년 9월
‘The Adult Adoption Information Act’가 통과 되면서 성인 입양인에게 입양정보를 공개하기 위
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령은 20세 이상이 된 입양인에게 출생기록 원본을 공개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친부모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친부모가 자신의 아동에 대한 소식요청을 시도 해 볼 수
있는 권리도 함께 포함이 된다. 친부모는 이 법령의 시행 책임을 지닌 해당 사회복지 부서
에 자신의 입양 보낸 자녀가 친부모와 연락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양인이 동의하면 입양인의 현재 상황 및 그 동안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법령은 이 일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부서에 대해서도 성인 입양인이 정보 공
개에 대한 거부를 표시 했었는지를 확인하고, 성인 입양인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
며, 친부모가 입양인과의 연락을 원한다는 사실을 성인 입양인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음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Corcoran,1991).
Avery가 입양기록의 공개에 대한 양부모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83%의 양모들이
자신의 입양자녀들이 출생기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78%의 양모와 66%의 양
부가 자신들의 성인 입양자녀들이 언제 입양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출생기록을 복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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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뉴저지 주 만이 아직까지 입양기록의 비밀유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하와이, 켄자스, 미네소타 주(州)에서는 최근 들어 입양인의 나이에 관계없
이 입양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 알라스카, 테네시 주(州) 등에서도 입양인들이
출생기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Lang,1997). 뿐만 아니라, 입양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알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입양인이며 사회사업가인 Jean Paton
은 자신의 입양기록을 보는 것이 저지당하자 입양기록 공개의 타당성을 요구하는 도전을 최
초로 여론화 시켰으며 1953년 최초의 뿌리찾기 조직을 만들었다(Reitz & Watson,1992). 텍사스
주의 성인입양인 단체인 “Texas Adoptee Activism”에서는 입양기록의 공개를 허가하는 법률안
을 의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1998년 ‘입양인
의 인권과 인권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회 인권 포럼을 주최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거
주하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이 자생단체를 결성하여 뿌리 찾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
에서는 4개 입양기관 이외에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를 도와주는 서비스 조직이 생겨나고 있
다. 이러한 조직들을 보면 해외입양인들이 결성한 자생단체인 경우도 있고, 민간단체인 경우
도 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그동안 다양한 변화과정을 겪은 한국의 입양정책 및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입양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의 부족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예상외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예: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여 입양기관으로 오기까
지의 경로에서 알 수 있는 기록의 출처 및 내용 이해 부족, 입양인의 심리상태 및 뿌리찾기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심리적 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이처럼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지지하는 알권리의 인정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에 비추어볼
때, 비밀입양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입양정책과 법규정을 재검토하여 입양인
의 뿌리찾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입양실천현장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
과제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양인에게 있어서 뿌리찾기가 왜 중요하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 정책적인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는
데에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이다.

2) 뿌리찾기와 자아정체감, 자아개념, 민족정체감,문화정체감
뿌리찾기는 입양인의 건전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계가 있다(박인선, 1994). 이것은 뿌리찾
기가 입양인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위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필요한 작업임을 뜻한다.
Sorosky(1975)는 동료들과의 한 연구에서 입양인들은 청년기에 정체감의 갈등을 겪는다고 하
였다(Bagely, Young, Scully,1993).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가 자신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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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신이 온전하고 값진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 배경정보의 조각들을 모으려는 욕구에
서 비롯된다는 견해는(Reits & Watson, 1992: 237) 뿌리찾기의 성과가 건전한 자아정체감 형성
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양인들의 자아정체감, 자아개념, 민족 및 문화
정체감에 관한 연구들의 고찰을 통하여 뿌리찾기를 하는 입양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
다.
해외입양은 다른 인종간의 양자결연(transracial adoption: TRA)으로서 인종 또는 민족이 다른
아동과 양부모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다른 인종의 양부모가정에 입양이 된 아동은 양부모

와의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자신의 입양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자라게 된다. 그리고 성
장과정에서 자신의 인종적. 문화적인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궁금증을
얼만큼 해결하느냐가 입양인의 자아정체감이나 민족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
인종이 다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된 아동들은 양부모와의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민족적, 문화적 정체감의 혼돈을 겪게 되며, 이러한 혼돈은 아동의 자아정
체감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Tizard& Phoenix(1989)는 민족 정체감이 개인의 정체감을 형
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한 가지라고 하였다. Brodzensky & Schechter(1990)는 입양인들은 그
들의 자아개념에 문화적 정체감을 통합 시킨 건전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하였
다(Lee, 1993: 6). TRA입양인들이 민족적 정체감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 되었
는데, Bagley & Young(1979)이 조사 했던 백인 입양가정에 입양된 31명의 흑인 아동들의 민족
적 정체감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절반 가량의 흑인 아동들이 스스로를 백인으로서 인지
하였다고 나타났다. Gill & Jackson(1983)의 연구에서도 백인가정에 입양된 아시아 아동들이
스스로를 백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riseliot, Shireman, 1997: 169). 이 두 연구
에서 백인 양부모들은 자신의 흑인 및 아시아 입양자녀들의 민족 문화 및 지역사회와 어떠
한 접촉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양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입양자녀의 민족문화와
접촉 한 기회가 없었다기 보다는 그 문화를 무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논의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Tizard(1977)는 백인 양부모에 의해서
양육된 흑인 아동들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민족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는 양부모가 흑인 문화를 무시하며 흑인과의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 하
였다(Bagley, 1993: 286). 반면에 양부모가 입양된 아동의 민족 문화에 적극적으로 접촉 한 경
우에는 민족적 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남순이 1995년에 실시했던 미국내 백인가
정에 입양된 한국 아동의 민족적 정체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양부모가 아동에게 적극
적으로 한국 문화에 접할 기회를 제공한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
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57%의 아동이 자신을 Korean-American으로 인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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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많은 TRA 입양인들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감에 대해서 혼란
스러운 상태에 있으면서도 양부모와의 관계나 자존감(self-esteem)에서는 대부분 매우 긍정적
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TRA 입양인들의 민족적 및 문화적 정체감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이 두 변수가 서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cRoy &
Zurcher(1983)이 30명의 백인가정 내에 입양된 흑인 아동 집단과 흑인 양부모에게 입양된 흑
인아동 30명의 집단을 비교하여 아동의 자아개념을 연구한 결과 두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Bagley, 1993:287). 또한, Lee가 1993년 한국 성인 입양인을 대상으로 문화 정
체감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Lee,1993:82-85).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본다면 민족적 정체감 및 문화 정체감에 혼란을 겪는 것이 건전
한 자아정체감이나 자아개념의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문은 위에서 밝힌 Brodzensky의 주장과는 상충이 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들은 다인종 사회인 미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배경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해
석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TRA 입양인이 자신의 인
종적. 민족적인 정체감 보다는 미국인이라는 통합된 개념에 더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Lee(1993)는 문화정체감과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자신
의 조사방법에는 통제 집단이 없었던 점과 TRA입양인의 문화 정체감을 재는 측정도구가 없
음으로 인해 Lee Asian American 문화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데서 오는 제한점을 지
적하며, 문화 정체감이 전체 자아개념의 형성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Lee, 1993: 82-85). 본 연구자의 입양실천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일 민족 국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유럽에 입양된 한국 입양인들이 민족적 정체감의 혼란을 더 많이 겪고 있
으며 이러한 정체감의 혼란이 자아정체감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RA 입양인들의 자아개념과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Cross(1987)는 백인 가정에 입양된 흑인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정신건강 기능이 흑인 부모에게
서 양육된 흑인 아동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으며, 이는 양부모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양
육태도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보고하고 있다(Triseliot & Shireman, 1997: 173). Lydens(1988)가
Kim의 연구대상이 성인이 된 10년 후에 추적하여 그들의 자아개념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입
양인과 입양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박인선(1997)의 연구결과

에서는 양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뿌리찾기에 대한 양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
부모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선(2002)의 연구
에서는 미국 및 유럽에 입양된 한국입양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양부모와의 관계가 긍
정적일 수록, 양부모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부

- 70 -

이미선 /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논점과 과제

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는 입양인일수록 자아정체감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에서, 많은 TRA 입양인들이 민족적. 문화적 정체감에 혼란을 겪고 있으
나 그러한 현상이 입양인의 자아개념 및 정체감 형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TRA 입
양인 가정 내에서의 양부모와 입양자녀의 관계가 입양인의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감의 형성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또한 친부모 및 출생 배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유무가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 한다면 뿌리찾기가
갖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이상으로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논점 들을 정리하였다. 입양인의 뿌리찾기와 관련하여 ‘알권리’를 인정하자는 입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논의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는 먼저 해외 입양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자격을 부여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
다. 현재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양인은 분명히 외국인이다. 해외입
양인들이 모국으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느낌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외
입양인의 경우는 본인들이 국적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 국적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버림받았음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뿌리찾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정부는 입양인의 ‘알권리’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정부
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천현장과 학계에서의 경험적인 자료가 부족한 때문이다. 앞
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압양인에게 있어서 뿌리찾기는 그들의 건전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발달 과업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들의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정책 및 실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
서는 지원 방안의 하나로 1999년 7월부터 4개 입양기관 공동으로 ‘입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을 찾을 경우 그들의 입양을 담당 했던 기관을 찾아
서 연계 해주고, 기관을 모르거나 없어졌을 경우는 대신하여 뿌리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 관광을 위한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징병검사관련 업무 처리, 모국어 교육의 기
회 및 모국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입양기관에서 뿌
리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조적인 정도에 그치
고 있어 앞으로 좀 더 구별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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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은 지금까지 50년의 역사를 가진, 정부가 시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앞으
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입양 삼자에 대한 법적인 체계
와 관련된 검토를 통해 입양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인을 위한 뿌
리찾기 서비스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며 누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이 명시됨으로서 입양인의 알권리와 친부모의 비밀보장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실천 현장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으
며, 아울러 입양인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자아정체감, 민족정체감 등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짐으로서 보다 질 높은 뿌리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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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act

The point at issue and problem
about search of overseas adoptee

Lee, Mi Sun
Dept. of Social Work,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about the point at issue of search in the international adoption service place. There are
some hot issues about ‘right to know’ and ‘confidentiality’ in the adoption service at present.
Traditionally, ‘confidentiality’ for the client is a natural and main role in the social work practice.
Specially, adoption service is required for the ‘confidentiality’ about birth background for the birth
mother and then adoptive parents, too first. So, all adoption documents are sealed in the adoption
agency's book room. But, since ‘search’ is come up for the post adoption service, adopted persons
require to open the sealed adoption document. For the search, it is need to open the adoption record.
But, it is infringed ‘confidentiality’ which is agreement with the birth mother first. It is our agony in
the post adoption service practice and there are dispute about ‘right to know’ and ‘confidentiality’.
However, search is a very important for the adopted person's mental health, identity, self-esteem,
and adopted persons is able to heal their emotional confusions through search process. So, to recognize
‘right to know’ of adopted person is required for the search and we need to find the practical
agreement in the adoption service.
key words : adoption, adopted person, search, righ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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