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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개입양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수준을 파
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를 주요 변수로 포함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구성하여 공개입양부모들에게 배포, 회
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공개입양가족은 60사례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개입양부모들은 연령과 입양 동기, 연장아 입양비율
등에서 일반적인 입양부모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입양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연령 수준을 보였으며, 일반적인 입양부모들
에 비해 아동복지적인 동기를 가지고 입양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이유
로 연장아동을 입양한 비율도 월등히 높았다. 또한 입양 자녀 외에 친생 자녀가 있
는 유자녀 입양이 전체 가정의 50%를 차지해 대부분 불임 가정인 일반 입양부모 집
단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공개입양을 결정한 주된 이유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였으며, 공개입양을 함으로써 다소간의 어려움과 불안
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대체로 공개입양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공개
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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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개입양이 입양가족들에게 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공개입양가족들의 자조집단이 입양가족이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연장아 입
양가족에 대한 개입과 공개입양의 활성화, 자조모임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공개입양부모,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Ⅰ. 서론
모든 아동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
다. 그러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이 한 개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사회가 이들에 대해 적절한 대리보호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안재진, 2002). 이
러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리보호의 형태는 크게 시설보호,
위탁보호, 입양으로 나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시설보호에 크게 의존
하고 있었다. 최근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강조하는 가운데, 아동의
시설보호에 대한 부정적 논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
라는 요보호 아동의 60% 이상을 시설보호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0). 반면 위탁보호는 15%, 입양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친인척에 의한
위탁보호와 국내외 입양보호를 모두 합친 비율이며, 2000년의 국내입양은 전체 입
양의 41.6%이므로, 전체 요보호 아동 중 국내 입양배치비율은 6.15%에 불과하다
(백경숙․변미희, 2001).
이 중 입양은 아동의 발달 결과(outcome)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긍정적인
대리보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아기에 입양된 아동의 적응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여러 종단연구 결과를 보면, 입양아동은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아동기 후기
에 약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한 어려움은 아동이 성장해 가면
서 점차 사라져 청소년기 이후에는 입양아동이 비입양아동과 발달 결과 면에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혼모에 의해 양육된 아동이나 장기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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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아동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zinsky,
Smith, & Brozinsky, 1998). 입양 당시의 연령이나 배치 전의 경험에 따라 아동의
입양적응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와 강한 애착을 형
성하고 있었고, 심리적 상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과 친사회적 행동
에 있어 비입양아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zinsky, 1993).
이렇듯,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가정보호방법을 우선하는
입장은 연구에서 일관된 점이었다(이용교 외, 2000).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는 혈연 중심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요보호 아동의 입양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
이며, 그나마 대부분이 비밀입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성공적인 입양배치를 위한
여러 사후 서비스 및 전문적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비밀입양이 대부분인 입양
가족들은 가족 내에서 입양사실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나누거나 외부에 드러낼 수 없었다(권지성, 2003). 이러한 폐쇄적 입양풍토로 인해
일반인들은 입양기관의 상담사례를 통해 알려지는 입양가족의 어려움이나 주위에
서 몇몇 문제가 있는 입양사례만을 접할 수 있었고, 이것은 다시 입양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반가운 것은 몇 년 전부터 아동의 입양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입양에 대한 사회
적 인식 개선과 입양홍보를 위해 노력하는 입양가족들의 자조집단들이 등장해 활
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혈연중심적 가족문화에 대한 도전, 가족
에 내재화된 비밀입양전통에 대한 도전, 그리고 가족 외부의 비밀입양전통에 대한
도전을 통해 가족을 이루어가려고 시도한다(권지성, 2003).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입양과 공개입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개입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비밀입양으로 인해 입양가족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연구자들도 이들 공개입양가족들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공개입
양가족에, 이차적으로는 비밀입양가족에까지 접근하여 연구를 실행할 수 있게 되
었다. 최근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홍지인, 2004; 권지성, 2003; 김영화,
2002; 정맹진, 2002; 안재진, 2002; 윤현선, 2002; 이현정, 2002; 백경숙․변미희,
2001; 한동수, 2001)은 대부분 이들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공개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입양 부모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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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공개입양을 택한 부모들
은 대체로 아이와 진실을 공유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
입양을 택했지만(안재진, 2002), 입양사실을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의 입양에 대한
편견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공개입양 부모들은 ‘입양을 선행
으로 보는 주위의 시선’과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에 대한 편견’ 등에 대해 불편함
을 나타냈으며(안재진, 2002), 입양가정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시선은 입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입양부모들은 입양부모
의 역할 모델 부족으로 인해, 부모로서의 그들의 역할에 불안정해 하고, 자신들이
좋은 부모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보상으로 아동을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김영화, 2002)을 고려할 때, 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는 일반가정과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입양부모들은 입양과정에서 종종 확대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대를 경험하는데, 이 경우 입양 후에도 아동 양육에 대한 도
움을 주위로부터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결과
적으로 아동발달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전
춘애․박성연, 1998)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는
아동의 복지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육 스트레
스는 가족체계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이자, 아동 발달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Crnic & Acevedo, 1995; Mulsow, Caldera, Pursley, &
Reifman, 2002에서 재인용).
한편,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는 사
회적 지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박정희․장영애, 2004; 신숙재․정문자, 1998;
유우영․이숙, 1998; 유우영․최진아․이숙, 1998; Mulsow et al., 2002; Jenning,
Stagg, & Connors, 1991; Crnic & Greenberg, 1990).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자녀 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특히 가족, 친척, 이웃
및 친구들로부터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sky, 1984; Crnic
& Greenberg, 1990).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반하여 국내 공개입양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직까지 공개입양의 초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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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공개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파악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국내 공개입양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공개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입양홍보회(MPAK) 회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입양홍
보회는 1999년 설립된, 국내 유일한 전국규모의 공개입양부모 자조집단으로, 2003
년 현재 약 500여 가정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2003년 10월 개최
된 제4차 전국입양부모대회에 참석한 한국입양홍보회(MPAK)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각 가구당 1부씩, 대회 당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상 당일 응답이 어려운 대상자는 추후 우편으로 설문을 받아보았다. 또한 위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공개입양부모들에게도 전화 확인 후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들이 직접 배포, 회수하였으며, 총 6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표집의 편향성과 적은 사례수로 인한 분석방법의 제한은 기존의 입양연구 대부분
이 갖고 있는 방법론적 한계이나, 공개입양부모의 모집단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조집단에 속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입양부모들을 대상
으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의 수조차 많지 않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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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 스트레스
공개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PSI)의 단축형(SF)을 번안한 서혜영(1991)의 척도를 이혜경(200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모두 27문항으로,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응답가능하며, 27개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은 역으로 채점한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7점에서 135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는 남편 이외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박지원(1985)
의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신숙재(1997)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입양 가정에서 남편 이외에 주위 사람들의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입양부
모가 입양 전에 입양에 대해 합의하고 함께 결정을 내리는 데 비해, 다른 주위 사
람들은 입양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총 문항수는 12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2점
에서 6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
는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회수된 총 64부의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분석이 어려운 4부를 제외
한 60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루어졌으며, 분석된 자료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로 기술통계와
집단평균비교(t-test), 상관관계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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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공개입양부모의 일반적 특성
공개입양부모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종교에 있어서는 입
양부모 모두 기독교(입양부 66.1%, 입양모 74.1%)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천주
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가 일부 포함되었다. 입양부모의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입양부 39.0%, 입양모 51.7%), 입양부의 경우 대
학원 이상(32.2%)이, 입양모의 경우 고졸(39.7%)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
했다. 입양부의 연령은 평균 43.13세였으며, 입양모의 연령은 39.76세였다. 입양아
동의 연령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양부모의 연령이 높은 것은 불임
이든 그렇지 않든 꽤 늦은 나이에 입양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여준다. 입양
부모의 월평균 수입은 254.41만원이었다.

2) 입양아동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입양가정에 속한 입양아동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
음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총 74명의 입양아동 중 여아가 62.2%(46
명), 남아가 37.8%(28명)로 여아가 현저히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여아를 선호하는 국내입양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양아동의 연령은 최소 만 1세에서 20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4.36세로 나타났다. 입양아동의 연령은 1세～6세까지가 85% 이상으로, 학령전기
아동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한국입양홍보회가 설립된 시기가 1999년으로, 그 전까
지만 해도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공개입양부모들은 1999년 이후 자녀를 입양하거나 입양사실을 밝힌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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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개입양부모의 일반적 특성
빈

도

백분율(%)

계(%)

입양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무 교

39
6
14

66.1
10.2
23.7

59(100.0)

입양모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 교
무 교

43
8
1
6

74.1
13.8
1.7
10.3

58(100.0)

입양부
학력

중 졸
고 졸
대 졸
대학원 이상

1
16
23
19

1.7
27.1
39.0
32.2

59(100.0)

입양모
학력

중 졸
고 졸
대 졸
대학원 이상

2
23
30
3

3.4
39.7
51.7
5.2

58(100.0)

입양부 연령
입양모 연령
월수입

사례수(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59
58
51

33.00
29.00
75.00

56.00
50.00
500.00

43.13
39.76
254.41

5.33
5.35
126.30

아동의 입양당시 연령은 최소 1개월에서 최고 10세(120개월)로 나타났으며, 평
균 입양연령은 12.43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태어난 지 12개월 내에 입양되
는 영아입양과 12개월이 지난 이후 입양되는 연장아 입양의 비율을 살펴보면, 영
아입양이 78.3%(54명)로 연장아 입양인 21.7%(15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부
분(약 90%)의 입양아동은 생후 3년 이내에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
은 일반적인 연장아의 입양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
만 1세 이상의 연장아 입양이 1.8%에 불과하였다(김지연, 1998). 이와 같이 공개입
양부모가 입양한 아동의 입양 당시 연령이 일반적인 입양아동보다 높은 것은 비밀
입양 부모와 같이 입양사실을 숨기고 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입양가정에서 아동의 양육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고 14년이었으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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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양육기간은 3년 정도로 나타났다. 입양자녀수는 대부분 1～2명이었으나, 3명
이상인 가정도 소수 있었다. 입양자녀 외 친자여부는 친자가 있다고 답한 가정이
없다고 답한 가정보다 더 많아서, 유자녀 입양가정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는 입양가정의 90%가 불임가정이라는 입양기관의 기록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이
례적인 결과이다.
위의 분석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공개입양가정은 일반적인 입양가정에 비해 연
장아의 입양비율이나 유자녀 입양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여러
특성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개입양부모들의
입양동기나 입양에 대한 태도가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일반 입양부모들과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며, 그러한 이유로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가 독자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입양아동의 일반적 특성
빈도(명/가구)

백분율(%)

계(%)

남
여

28
46

37.8
62.2

74(100.0)

형제순위

첫 째
둘 째
셋 째
넷 째
다섯째

32
18
17
6
1

43.2
24.3
23.0
8.1
1.4

74(100.0)

입양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45
11
1
1

77.6
19.0
1.7
1.7

58(100.0)

입양자녀 외
친자수

없 음
1명
2명
3명

25
20
12
1

43.1
34.5
20.7
1.7

58(100.0)

성

별

아동연령(만 나이)
입양당시 연령(개월)
양육기간(개월)

사례수(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74
69
65

1
1
3

20
120
168

4.36
12.43
37.71

3.17
20.16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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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자의 입양관련 특성
입양에 대한 편견이 강한 우리 현실에서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 모로
입양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입양 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양을
결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입양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 그리고 공개입양 후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개입양부모들의 입양과 관련된 특성은 다음 <표 3>에 제시되
어 있다.
먼저 공개입양 부모들의 입양동기는 불임으로 인한 입양이 전체 입양의 30.4%
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입양아동을 위해서’
라는 아동복지적 동기에서 입양을 결정했다는 것이었다(26.8%). 이 밖에 더 많은
자녀를 원해서, 종교적 신념 등이 각각 16.1%, 14.3%를 차지했는데, 이러한 입양
동기 역시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랑의 실천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가 많아 다분히 아동복지적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홀트아동복지회의 1997년 자료에서 전체 입양부모의 64.7%가 불임
으로 입양하였고, 3.5%만이 아동복지적 동기로 입양하였다는 조사결과(김지연,
1998)와 뚜렷이 대비되는 것으로, 공개입양 부모들은 비밀입양 부모들보다 입양
동기 면에서 아동복지적 동기로 입양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백경
숙․변미희, 2001).
공개입양을 결심한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67.9%가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
서’라고 답해, 입양사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입양홍보회의 영향으로 공개입양
을 결심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7%를 차지했으며, 비밀이 불가능하거나 비
밀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현실적인 이유로 공개입양을 결심했다는 응답이 소수 있
었다. 입양기관의 교육을 통해 공개입양을 결심했다는 응답자는 3.8%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입양기관의 실무자들이 공개입양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입양홍보회는 공개입양을 장려하는데 큰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양 후, 공개입양 경험에 대한 평가는 90% 가량의
부모들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약 10%의 부모들은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공
개입양 경험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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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개입양부모들의 입양관련 특성
빈도(명)

백분율(%)

계

입양동기

불 임
더 많은 자녀를 원해서
입양아동 위해
종교적 신념
기 타

17
9
15
8
7

30.4
16.1
26.8
14.3
12.5

56(100.0)

공개입양
선택이유

비밀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입양기관의 교육을 통해
엠펙의 영향으로
비밀이 불가능했음
기 타

2
36
2
9
1
3

3.8
67.9
3.8
17.0
1.9
5.7

53(100.0)

공개입양평가

매우 긍정적
긍정적
그저 그렇다

19
32
6

33.3
56.1
10.5

57(100.0)

3.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공개입양부모들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양육 스트레스
공개입양 부모들의 경우, 공개입양이라는 독특한 경험과 이로 인한 사회적 낙
인, 아이에 대한 기대와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높
은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27점에서 135점
으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공개입
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공개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최소 36점에서 최대 87점까지 분
포되어 있으며, 평균 점수는 60.37이다. 이 결과는 공개입양부모들의 양육 스트레
스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수를 같은 척도를 사용한 집단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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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개입양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사례수(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54

36

87

60.37

11.27

학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비교해보면, 아내학대 피해자들이 경
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최소 47점에서 최대 107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75
점으로 입양부모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이혜경, 2000). 물론, 아내학대
피해자들의 경우 학대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므로(Ritchie & Holden, 1998, Weaver & Carolyn, 1993; 이혜경,
2000에서 재인용) 이들과의 비교를 토대로 공개입양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
트레스가 낮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평균을 기준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수준
및 일반적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학적 변수로
아동의 연령과 자녀수, 가구소득, 모의 교육수준, 모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표 5>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 검증
변

인

낮은 스트레스 집단
평균(표준편차, N)

높은 스트레스 집단
평균(표준편차)

t값

사회적 지지

45.60(8.82, 33)

43.70(9.40, 27)

.807

총 자녀수

2.16(1.17, 32)

2.08(1.02, 26)

.273

가장 어린 입양아동 연령

3.12(1.81, 32)

4.34(2.43, 26)

-2.192*

모 연령

43.12(5.62, 33)

43.15(5.04, 26)

.690

모 교육수준

3.56(0.67, 32)

3.62(0.64, 26)

-.306

가구소득

245.17(136.57, 30)

267.62(111.98, 21)

-.621

* p<.05 수준에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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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집단간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가장 어린 입양아동의
연령에 있어서만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
구에서 밝혀진 것과는 달리(유우영․최진아․이숙, 1998), 가장 어린 입양아동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오히려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낮은 집단의 양육 스트레스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5). 물론,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 비해,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이지원, 2003), 본 연구에 포함된 입양가정의 아동들
중 영아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입양과 관련된 아동의 특성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
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데, 입양아동의 행동문제는 입양 당시의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생후 12개월이 지나 입양된 연장아의 경우, 영아기에 입양된 아동에 비해 높
은 행동문제 수준을 보인다(안재진, 2002). 분석 결과, 입양 당시의 연령은 현재 연
령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r=.333*), 이러한 입양 당시의 연령에
따라 현재 입양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었다(<표 6>). 반면,
입양 후 양육기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 아동의 입양 당시 연령에 따른 입양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N

평균

표준편차

영아입양집단

47

57.36

10.85

연장아입양집단

9

69.33

12.02

양육 스트레스

t값

-2.982**

** p<.01수준에서 유의미

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입양 당
시 연령이라는 입양 관련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장아의 경우, 입
양배치 이전에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기다린 기간이 길어, 일차적인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어렵고, 향후 많은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재진, 2002), 이로 인해 입양부모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따라서 연장아를 입양한 입양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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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양육 관련 사회적 지지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어머니가 남편 이외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
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를 뜻한다. 입양 부모
들의 경우,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대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인 확대가족으로부터 양육과 관련된 지원
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양육 관련 사회적 지지는 중요
한 함의를 갖는다.
입양부모들이 느끼는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점수범위는 최소
18점에서 최대 6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점수는 44.75로 나타났다. 같은 척
도를 사용한 신숙재․정문자(199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어머
니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여아의 경우는 44.46,
남아의 경우 44.59의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비교를 통해, 입양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입양부모들은 대부분 학령전기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시기의 아동들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부모
의 손길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양육에 대한 지지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다.
<표 7> 공개입양부모들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사례수(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60

18

60

44.75

9.06

한편, 입양부모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평균비교
결과, 입양아동의 연령, 부와 모의 연령,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의 교육수준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보였으나(r=.304*), t-test에서는 제한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을 나타냈다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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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공개입양을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입양사실의 공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과 입양부모로서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실제로 공개입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개입양부모들은 일반적인 입양부모들과는 좀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입양아동의 연령(평균 4.36세)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
은 연령 수준(입양부 43.13세, 입양모 39.76세)을 보였으며, 일반적인 입양부모들
에 비해 아동복지적인 동기를 가지고 입양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이
유로 연장아동을 입양한 비율도 월등히 높았다. 또한 입양 자녀 외에 친생 자녀가
있는 유자녀 입양이 전체 가정의 50%를 차지해 대부분 불임 가정인 일반 입양부
모 집단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이들이 공개입양을 결정한 주된 이유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였으며, 공개입양을 함으로써 다소간의 어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더라
도, 대체로 공개입양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공개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
면,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련된 우려와 달리, 공개입양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의 수
준도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관련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혜경, 2000; 신숙재, 1997), 이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개입양과 관련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입양가정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기획할 때, 입양형태에 따라 상
이한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는 연장아
동을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더 어린 입양아동들을 양육하는 부모들보
다 더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장아 입양가족들의 적응
을 돕기 위한 상담 등 부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408 아동권리연구 9(3)

둘째, 입양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단순히 입양부모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공개입양부모’
이면서 공개입양가족들의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입양부모들과 입양가족들이 잘 적응해 가면서 살
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입양’을 추진함으로써 비밀입양으로 인한 스
트레스를 예방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며 지지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개입은 자조모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양과 관련된 사회복지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 가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한국입양홍보회에 속한 60가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의 경험을 전국의 모든 공개입양가정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공개입
양부모들은 일반적인 입양부모들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
을 모든 입양가정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개입양부모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앞으로 국내의 공
개입양실천을 장려하는데 도움을 주는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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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korean
adoptive parents who chose open adoption. A survey method was employed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e sampling was made among participants of the 4th National
Adoptive Parents Conference held by MPAK. The adoptive parents who chose open
adoption answered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which ask about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s of these adoptive parents. Sixty questionnaires were employed for the
final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adoptive parents who chose open adoption appeared to be different
from general adoptive parents(who mainly chose closed adoption). They decided to
choose open adoption mainly for the healthy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their
adopted children. Second, even though they were experiencing more or less difficulties
due to open adoption, mostly they perceived their open adoption experience as
positive one. Third, all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adoption
decision. Lastly, the level of parenting stress was relatively low and the level of social
supports relating to parenting appeared to be relatively high. From abov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open adoption had positive effect on the adjustment of adoptive
family. Especially, the self-help group of adoptive parents appeared to provide great
helps to adoptive parents.
Key Words：Adoptive parents who chose open adoption,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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