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기본법 시행에 즈음하여 (3)

가족원특성에따른다양한가족의실태와
사회적지원체계
On the Status and Social Pr
otection of Families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1. 머리말
현대 사회는 보편화되어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함
께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 즉, 가족구조의 다양
성,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 외국인과의 결혼 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변화는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남녀평등 사상의
변화, 가족 중심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 그리고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공유의 확산, 한국의 국
제적 지위향상, 세계화 및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 등의 여
러 가지 원인 등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가치관 및 사회

김유경

환경적 요인의 변화는 근대적 의미의 가족이 중요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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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성 및 개인성 존중에 입각한 가치가 일반화되고 있
다는 점이다. 즉,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핵가족의 역기능적인 현상에 의해 수동적인 방식으로 모
색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가부장
적 가치관 및 가족중심에서 탈피하여 다문화적,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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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재혼가족이란 부부 중 한사람 혹은 둘 모두가 결혼한 경력이 있고, 그로 인

이는 기존의 혈연이나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비롯하여 동일 언어 및

한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

문화 등을 벗어나서 다른 혈연이나 성씨, 다른 국적의 이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들

다. 이는 재혼 후에 형성된, 함께 살거나 방문하는 전혼의 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과 새롭게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 가족은 보편적인 가족형태와는 전혀

이혼 한 경우와 함께 자녀의 문제를 가족 구조에 포함시킨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다.

다른 가족원의 특성 및 결합원리 등의 특성을 갖는다. 특히, 가족구성원의 특성상

재혼가족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Clingempeel, Brand와 Segal(1987)은

전형적인 혈연중심, 동일 성씨 중심, 동일 국적 중심, 출산 중심의 개념을 벗어나는

재혼한 부부 각각의 전혼 자녀의 유무와 양육권 유무를 기준으로 재혼가족을 분류

비전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원의 다양한 구성에 의한 가족범위

하였는데 <표 1>과 같다.

의 확대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의 범주로 수용될 수 있으
표 1. 재혼가족의9가지 유형

며, 다른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개인적 삶 또는 가족
생활의 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전형적인 특성을 벗어난 다양한 가족유형에는 재혼이나 입
양 등을 통해 형성된 재혼가족, 입양가족과 이질적인 국적과 문화를 가진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국제결혼가족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고는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리하고, 재혼가족,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의 실태 및 사회적 지원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 재혼가족,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책과제를

부인의 전혼자녀 유·무

부인의 전혼자녀 유무
전혼자녀 있음
전혼자녀 없음
남편의 전혼자녀 유·무
양육권 없음
양육권 있음
남편의
전혼자녀 없음
무자녀재혼가족 비동거계부모가족
동거계부가족
전혼 자녀 전혼자녀 양육권 없음 비동거계모가족 비동거계부모가족
혼합계부형계부모가족
유·무
있음 양육권 있음 동거계모가족
혼합계부모형계부모가족 동거계부모가족
자료: Clingempeel, Brand & Segal, A multilevel-multivariable developmental perspective for
future research on stepfamilies, In Ihinger-allman & Pasley, K. M(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Current research and theory. Guilford, 1987.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재혼가족을 무자녀 이혼·사별자의

2. 가족원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개념 및 특성

재혼 및 미혼자·이혼자가 결합한 경우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가족원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범주에 포함되는 가족유형인 재혼가족, 입양가족
그리고 국제결혼가족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혼가족의 개념은 한 명 이상이 초혼이 아닌 성인남녀의 재결합을 의미한다.

재혼가족의 발생원인은 직접적으로는 이혼, 별거, 사망 및 유기 등으로 인한 가
족해체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주의적 성윤리와 다양한 가족관의 전환, 여
성지위 향상 및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재혼가족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동의어로 의붓가족 및 계부모가족1)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아동

재혼가족은 형성에서부터 초혼가족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배우자

의 입장에서 생부모가 아닌 부모와 아동으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의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결혼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초혼의 잔재가 재혼에 영향

실제로 재혼은 이혼자의 재혼이 많고 유자녀 이혼이 압도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을 미치고 있다. 또한 초혼과 재혼은 개인의 생애에서 상이한 시점에 일어나기 때

2)

재혼가족의 대부분은 의붓가족이다.

문에 개인적 성숙, 기대 수명, 사회·경제적 지위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재혼 상황
은 초혼과는 명백히 구분된다.3) 그리고 무자녀 재혼과 유자녀 재혼의 경우는 서로

1) 인위적인 가족의 해체가 전제되지 않았던 재혼가족은 오늘날 그 의미가 최소한 부부 중 한
명이 계(繼)부모인 가족으로 확대됨.
2) 장혜경·민가영,『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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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복순,『소외청소년을 위한 학교 재적응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 부산대행정대학원 석
사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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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성을 보인다. 무자녀 재혼은 초혼과 가족 구조적인 면에서 거의 유사하며,

고에서는 국제결혼가족을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으로써 가족을 형성하는

유자녀 재혼에 비해 가정내 문제가 적게 발생한다. 반대로, 유자녀재혼은 새로운

것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특히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고

결혼의 적응 과정을 복잡하게 하거나 다면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전배우자와 전노

자 한다.

부모가 재혼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가족 경계가 취약해지며, 과거 가족경험

국제결혼은 언어, 종교와 관습이 다른 남녀간의 결합으로 우리사회에서 오랜 기

의 결과 때문에, 재혼 부모와 자녀간에 충성과 죄의식이라는 혼란된 감정을 발생

간 동안 환영받지 못하였다. 최근에 오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시킨다.4)

정서가 사라지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시대적 배경을 반

입양가족의 개념은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입양이라는 사회적 법적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5) 즉, 혈연관

영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을 포함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인터넷 통신의 발전,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왕래,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등과 관련이 깊다.8)

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

국제결혼의 동기는 과거에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 경제적 안정 및 정서적 안

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입양가족을 출산이 아닌 입

정, 위기탈출9) 및 종교적 차원의 사랑인 경우도 있었으나, 점차 순수성이 상실되면

양이라는 법률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자

서 국적취득이나 취업, 현실탈출로서 동기가 변화되고 있다.10) 최근 국제결혼의 양

한다.

상은 한국인 하층 남성과 외국인 여성사이의 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제결

입양가족에서 입양아는 자신을 받아들인 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며, 자녀
로서의 모든 혜택과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입양가족은 입양아를 받아들임으
로써 복합적인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혼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몽골,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의 결혼도 눈에 띠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결혼가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불편함이나, 문화

입양가족의 발생원인은 주로 불임으로 인해 무자녀 가족인 경우 입양을 통해

배경과 가치관의 이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 부모나 친척들의 태도는 냉

자녀를 얻으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연대적

담하거나 거부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어서 가족관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

가치관 측면에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사랑과 인류애라는 인도주의적 동기로 유

한 외국인 배우자 및 혼혈아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가족안정성을

자녀가족의 경우도 입양가족의 대열에 끼고 있다. 입양가족은 새로운 가족관계의

저해하고 인권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형성 및 적응과정에서 정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며, 이는 입양부모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 발생과 가족의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

3. 가족원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

6)

진다.

국제결혼가족의 개념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으로 가정을 형성하는 것

1)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현황

을 말한다.7)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형성한 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재혼가족 및 국제결혼가족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 가족은 사실
4) Ihinger-allman & Pasley, K. M(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Current research and theory, Guilford, 1987; 윤주애,「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
와 대처에 관한 연구」
, 대구가톨릭 대학원 석사논문, 2002.
5) 이동원 외,『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 양서원, 2001.
6) 이동원 외, 앞의 책
7) 변화순·조은희,『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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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회통일시대 평등사회정책 연구회,『국제결혼현황과 국적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2002.
19) 송성자,「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 갈등: 미 8군 정신위생과에 의뢰해온 미 8군인 배우자
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5.
10) 임경혜,「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 대구
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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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재혼유형을 보면 남녀 모두 재혼인 유형과 남성이 초혼이고 여성이 재혼인 유

입양가족의 경우 역시 개별 독립적으로 비밀입양이 많이 이루어져서 실제 규모는

형이 다소 많은 반면, 남성이 재혼이고 여성이 초혼인 유형은 적었다(표 4 참조).

공식적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 가족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
표 3. 연도 및 성별전체혼인중 재혼구성비

가 있다.

(단위: %)

(1) 재혼가족

우리나라 재혼가족의 규모는 이혼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다. 총 혼인건수에서 이혼과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5년 이혼은 17.1%,

연도

1990

1993

1995

1997

1999

2000

2003

2004

남자
여자

8.4
7.1

8.9
8.6

10.0
10.0

10.6
11.3

12.8
14.0

13.1
14.5

16.5
18.3

18.3
20.4

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 해당연도

표 4. 연도및 혼인형태별혼인구성비

재혼은 6.4%에서 2000년 이혼과 재혼이 각각 35.9%, 13.1%로 1995년에 비해 2

(단위: %)

배의 증가폭을 보였고 2003년에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이혼이 54.8%, 재혼
이 16.5%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2004년까지 비슷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재혼가

혼인형태

1995

1997

1999

2003

족의 연도별 발생규모를 보면 1995년 39,838건, 1997년 41,347건, 2000년 43,617

초혼(남)+초혼(여)
재혼(남)+초혼(여)
초혼(남)+재혼(여)
재혼(남)+재혼(여)

86.4
3.6
3.6
6.5

85.3
3.4
4.0
7.3

82.5
3.5
4.7
9.3

77.7
3.9
5.8
12.6

건, 2003년 50,237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4년에는 2003년에 비해 이혼대비
재혼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4년의 재혼가족의 발생규모는
56,671건으로 이혼가족의 상당수가 다시 재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2 참

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 해당연도

조). 또한 연도별로 이혼가족과 재혼가족의 발생비율 간격이 상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재혼에 비해 이혼의 발생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연도별로 재혼시 평균연령을 보면 1992년 남성 39.4세, 여성 34.6세에서 1995년
남녀 각각 40.4세, 35.6세, 2000년에는 남녀 각각 42.1세, 37.5세 그리고 2004년에

표 2. 연도별혼인및 이혼 분포

는 남성 43.8세, 여성 39.2세로 점차 재혼시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단위: 건, %)

구분
총 혼인수
총 이혼수
총 재혼수

1995
1997
2000
2003
2004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398,484 100.0 388,591 100.0 334,030 100.0 304,932 100.0 310,944 100.0
68,279 17.1 91,159 23.5 119,982 35.9 167,096 54.8 139,365 44.8
39,838 6.4 41,347 7.2 43,617 13.1 50,237 16.5 56,671 18.2

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 해당연도

표 5. 연도별 남녀 평균 재혼연령
(단위: 세)
재혼연령

1992

1995

1997

2000

2003

2004

남자
여자

39.4
34.6

40.4
35.6

40.5
36.0

42.1
37.5

42.8
38.3

43.8
39.2

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 해당연도

전체 혼인 중 남녀의 재혼구성비율을 보면 1990년 남성 8.4%, 여성 7.1%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재혼의 실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추세는 재혼의 여성화

1995년 남녀 모두 10.0%로 동일하였고, 2000년에는 남성 13.1%, 여성 14.5%로 여

및 여성의 재혼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혼에 대한 사회적

성이 남성을 상회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표 3 참

시각이 과거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남녀 모두 재혼을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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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용적 통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최

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양성평등적 가치관과 관련이 깊으며, 여기에

이와 같이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에 비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혈통

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등으로 인한 여성지위 향상 및

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 부모중심의 입양, 비밀입양으로 인한 까다로운 아동선

개인적인 성윤리와 다양한 가족관으로 전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조건,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부족과 전문종사자 부족, 입양알선기관의 해외입양
선호 및 입양상담원의 적극적인 국내입양 성사의지 결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13)

(2) 입양가족

한편, 입양은 아동 부모의 사망, 미혼모의 양육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친부모
우리나라 입양가족의 규모는 국내입양아수를 기초로 파악할 수 있다. 국내입양

의 양육이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입양아 중에서 미혼모 아동이

은 개별적 독립입양이나 비밀입양이 많기 때문에 입양아수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서 국내입양아 중에 미혼모 아동의 비율은 1995년에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며, 입양기관에 근거한 자료를 참고로 추정할 정

66%, 2002년에는 79%에 달하였다.14) 또한 전체 입양아 중에서 장애아의 비율을

도이다. 2001년까지 입양된 아동수는 18만명이 넘으며 이중 13만명에 해당되는

보면 국내입양은 2002년 0.9%에 불과하였으나, 해외입양은 35%를 차지하였다.15)

72%정도는 국외로 입양된 것으로 추정된다.11) 국내입양은 1995년 이후 증가하는

이러한 추세는 국내입양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기피

경향을 보여서 1995년 1,025명에서 2000년 1,686명, 2001년 1,770명으로 계속 증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가하다 2002년에 1,694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표 6 참조). 또한 전체입양건수에
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35.7%에서 2002년에는 40% 수준을 상회

(3) 국제결혼가족

하고 있어서 국내입양이 수적으로나 전체 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나 증가하
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내입양은 개인적인 비밀입양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국제결혼가족의 총 규모는 파악되지 않으며, 매년 신고 되는 국제결혼건수로 그

추정되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입양가족수는 1990년

수준을 추정할 뿐이다. 국제결혼건수는 1991년 5,012건에서 1995년 13,494건으로

대 중반 이후부터 2003년 사이에 매년 1,000~1,700정도 규모로 발생하는 것으로

2.7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 12,319건으로 다소 감소하다, 2004년에는

나타났다. 그러나 해마다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수는 1995년 4,576명, 2000년 7,760

35,407건으로 1991년에 비해 무려 7.1배의 증가폭을 보였다(표 7 참조). 그러나

명, 2003년 10,222명으로12) 이들 요보호아동의 15~22% 만이 국내가정에 입양되

이상의 통계는 법률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면 국제결
혼의 실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표 6. 연도별국내외 입양실태

의 증가와 30만에 이르는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외국인)의 규모를 고려하면16) 사
(단위: 명)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국내
국외
전체

1,647
2,962
4,609

1,025
2,180
3,205

1,686
2,360
4,046

1,770
2,436
4,206

1,694
2,365
4,059

1,564
2,287
3,851

자료: 보건복지부,『2003년 보건복지통계연보』
, 2004.
11) 이동원 외, 앞의 책
12) 보건복지부,『2003년 보건복지통계연보』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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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혼 관계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생
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14)
15)
16)

이동원 외, 앞의 책
보건복지부,『2003년 보건복지백서』
, 2004.
보건복지부, 앞의 책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국내체류 외국인수는 181개국 692,006명으로 2001년
도에 비해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 불법체류외국인은 289,239명으로 국내체
류 외국인의 46%를 차지하고 있음(2003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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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유형을 보면 전체 국제결혼건수 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결혼한

2)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문제점

비율은 1991년 13.2%에서 1995년 76.8%로 5.8배로 증가하였고, 2003년까지 증가
와 감소를 반복하다 2004년에 72.3%의 비율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

(1) 가족의 정서적 측면

국여성과 외국남성이 결혼한 비율은 1991년 86.8%에서 1995년 23.2%로 3.7배가
감소하여, 2004년까지 23~40%까지의 비율을 보였다(표 7 참조).

이질적인 가족원으로 구성된 재혼가족,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정서적 문제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초혼·혈연중심의 핵가족과

표 7. 연도별외국인과의혼인건수

부계중심의 가족구조 그리고 동일한 언어, 문화 및 관습을 지향하고자 하는 속성
(단위: 건)

연도

한국남자+외국여자

한국여자+외국남자

계

1991
1995
1997
1999
2000
2002
2003
2004

663
10,365
9,266
5,775
7,304
11,017
19,214
25,594

4,349
3,129
3,182
4,795
5,015
4,896
6,444
9,813

5,012
13,494
12,448
10,570
12,319
15,913
25,658
35,407

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
, 해당연도.

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역할 갈등과 적응과정 등에서 발생한다.
재혼 또는 입양을 통하여, 새로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와형제자매관계를 형
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갈등을 야기한다.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의 역동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부모와 계부모가 공동부모로서 파트너십을 갖는
것,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 자녀들이 새로운 친척과의
유대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가족의 역동성은 기존의 가족관
계에 대한 상실감, 친부모와의 애정 유지와 계부모와의 애정 사이에서의 갈등 같
은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진다. 즉, 자녀에게는친부모에 대한 죄책감으로, 부모에게
는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관계와 새로운
관계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의 균열은 계부모 가족안에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국제결혼의 대상국가도 결혼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남성과 외국

적응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19)

여성이 결혼한 경우는 주요 대상국가로 중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이 많

구체적으로 재혼가족의 경우 부부관계, 자녀관계 및 친족관계에서 야기되는 갈

았으며, 이외에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몽고 등도 포함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 재혼은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었다. 반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이 결혼한 경우는 일본과 미국이 많았고, 이외에

재혼 상대방의 이전 배우자는 무의식적인 경쟁상대자가 되면서 부부갈등의 소지로

17)

중국 등도 높았다.

작용한다. 특히 재혼사유가 이혼일 때 두 사람 모두 재혼일 경우는 갈등의 소지가

국제결혼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결혼상대자를 국내에서 찾기 어려

적으나, 한 사람은 재혼하고 나머지 한사람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재혼한 새

운 일부 한국남성들이 중국교포,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혼인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배우자에 대한 괴롭히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질적 조사에 의하면21), 이전 배

설명된다. 이는 외국인 여성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력이 한국인과의 결혼을 결정

우자에게 경제적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혼가족내에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18)

는 전처, 전혼자녀, 전혼 친척관계 등 다양한 가족내 가족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관
계의 조절은 재혼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대방의 이전 배우자

17) 통계청,『인구동태 통계연보』
, 1998, 2000, 2003.
18) 변화순·조은희,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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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hinger-allman & Paseley, 앞의 책
20) 장혜경·민가영, 앞의 책
21) 장혜경·민가영,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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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본인의 역할과 위치를 정립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부모와 과거의 부모에 대한 충성 간에 갈등을 겪는다. 따라서 입양가정에서 아동이

한편, 재혼당사자와 배우자의 자녀사이의 갈등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계자녀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모에게 충성하는 것이 옛 부모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

와 동거하는 경우는 계자녀의 비동거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 갈등과 이전 부모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 아동에게는 입양전의 가족

흔적 등으로 계부모로서의 역할갈등이 발생한다. 또한 재혼당사자와 계자녀간의

과의 접촉은 사라지고 중도에 끊기기 때문에 이는 아동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23)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서로간의 선입견과 콤플렉스 때문으로 재혼가족

국제결혼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부부 및 부모관계, 친족관계 등에

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선입견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 계자녀와 비동거하

서 정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표현의 수단인 언

는 경우는 동거하는 자녀와는 달리 재혼대상자와 밀착될 가능성이 낮은 한편, 이전

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의 고민 등도 함께 나누고

부모와의 관계가 자유롭기 때문에 재혼자와 혼전자녀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많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언어의 단절은 가족간의 정서적

친족관계는 다른 측면의 갈등을 유발한다. 시댁 및 처가식구의 지나친 관여는

단절로까지 연결되기 쉽다. 또한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은 생활습관 및 가치관의

계자녀와 재혼대상자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간에 막아서 새로운 가족

차이로 인하여 부부 및 가족간의 공동생활에 혼란과 어려움을 발생한다. 그리고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일반가족에 비해 부부간의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 가족배경으로 인하여 자녀양

입양가정 역시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이미 독립되고 안정된 가족 체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육방법, 교육방법, 징계 및 훈련방법, 기대에 이르기까지 견해를 달리할 수 있어서
자녀양육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24)

특히 양부모는 아동의 특수한 욕구, 아동기 내력, 의료적 정보, 입양전의 보호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로 인해 양부모는 아동에

(2) 법적·제도적 측면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이 가정에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통합되거나 자신들이 아동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

최근 호주제 폐지(2005년 3월 2일자)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관련 민법이 개정

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잘못된 기대는 아동을 입양한 부모를 어

되기(2005년 3월 31일자) 이전까지 재혼가족,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들을 위

렵게 할 수 있다.22)

하여 법적인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들가족은 법적 및 제도적으로 배

어느 가족이나 입양아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

제되어 왔다. 지금까지 재혼가족과 입양가족에게 나타난 법적 배제는 혈연중심 및

성원이 생기면 혼란스러운 불균형 상태를 지나 다시 체계를 잡게 된다. 친자나 이

가부장적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호적과 성씨 등의 문제로 상속상의 어려

미 입양된 아동이 있을 경우, 그 아동은 보통 새 아동에 대해 분노나 적대감을 가

움 및 사회적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지는데, 이는 양부모를 더욱 곤란하게 한다. 또한 부부 관계 자체에도 스트레스를

호적법은 부계중심 가족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이 직

줄 수 있다. 한 배우자가 입양아동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쏟으면 다른 쪽은 소외감

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녀의 성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호주제도 하

을 느낄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부부간에 다를 때에도 마찰이 생길

에서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이전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므로

수 있다. 그리고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친척들이 반대할 경우,
입양가족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입양아동 역시 새로운 가족을 만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입양아는 현재의

22) 김유미,「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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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윤현선,「국내입양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수행자신감, 가족적응력간의 관계」
,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1.
24) 전수현,「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변적 지위」
,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안현정,「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
로」
, 초당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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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학교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늘 재혼가족이나 입양가족이라는 스티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배우자가 속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

그마를 갖고 살아야 한다. 특히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존재

을 받는 가구여도 외국인은 수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현실에서 자녀의 성문제는 가족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로 작용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의 사실혼의 관계는 법적으로 어떠한 배려도 없는

할 것이다. 재혼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재혼관계인 경우 자신의 친자녀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어도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연

와 동거인 상태로 올라감으로 심리적 불편함,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 여러 가지

장을 할 수 없으며, 한국인은 외국인을 생부 또는 생모라는 이유로 초청할 수도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가부장적 호주제는 주민등록상에서 뿐 아니라 의료보

없어서 국제결혼가족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27)

험증상에서도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임이 드러나게 된다. 향후 재혼가족 및 입양가
족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가부장적인 호주제 폐지는 이들 가족의 문제해결

(3) 사회적 측면

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국제결혼가족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적취득 문제이다. 국제결혼을 법

재혼 및 입양가족은 가족내의 적응과정 측면에서도 스트레스와 불안정함을 경

에서는 섭외혼인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때 두 배우자 중 한쪽은 우리나라 국민이

험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가족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25)

고 다른 한쪽은 외국인이다. 현행 국적법 에 의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

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2001)의 조사결과28), 재혼하는데 있어 우려하는 사항으로

취득은 간이귀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26) 이와 같은 국적취득제도는 정상적인 섭

는‘새엄마와 새아빠에 대한 편견’
,‘재혼가족에 대한 주의의 인식’등이 비교적

외혼인의 경우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으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국인이 불법체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재혼 및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편견은 재

하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이다. 이때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받아

혼과 입양의 결정단계 및 가족적응단계에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지 않아서 국적취득의 전제인 혼인의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

재혼가족의 경우 사회적 낙인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는 학령기의 자녀가

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여전히 불

학교나 또래들 사이에서 부당한 처우나 놀림의 대상이 될 때이다. 특히, 학교에서

법체류자로서 언제 강제퇴거 당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

학생에게 성이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거나 어떤 식으로든 문제시하는 것은 재혼

나 이는 불법체류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호

가족 및 입양가족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29) 한편, 우리사회에는

적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입양을 아동복지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부부간의 문제나 가족내의 문제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제결혼가족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

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이 부모위주의

험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입양관은 사회뿐 아니라 입양을 시도하는 입양부모에게도 팽배하여 입양아동이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요건을 갖추고 귀화신청을 한 후 한국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의 요인이 되고 있다.30)
사회적 편견이 가족 내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결혼가족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

25) 1997년 12월 13일 개정된 국적법 제6조 ②항 섭외혼인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문
제에 대하여‘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1) 그 배우자와 혼인
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로 규정하고 있음.
26) 간이귀화는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제도를 폐지하여 섭외혼인을 하더라도 1년 또는 2년 동안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귀화절차를 거치게 하여 국제결혼부부가 원만하게 가정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특히 간이귀화제도는 위장결혼이나 한국국적 취득 후 가출
등 사회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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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민족중심, 가부장적 혈연중심의 사회적 가치관 또는 문화적 편견은 가정
27)
28)
29)
30)

국회통일시대 평등사회정책 연구회, 앞의 책.
장혜경 외,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장혜경·민가영, 앞의 책; 이동원 외, 앞의 책.
박정렬,「한국의 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그 변동과정의 분석과 평가」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4; 이진수,「한국 입양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성산효도대학원
석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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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를 발생한다.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사

서는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의 지원 예를 들면 재혼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회의 문화, 습관 등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선진국이냐, 후

안내책자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무한 실정이다.

진국이냐에 따라 사회적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부러움의

입양가족은 재혼가족과 성격은 다르나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편입되면서 부모와

대상이 되나, 후진국은 우월의식을 갖고 차별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자녀간에, 부부간에, 형제·자매간에, 또한 친부모와 양부모간에 갈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이웃과 직장 등 지역사회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상담과 양부모 예비교육

따돌림 때문에 소외감과 정신적 긴장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간다.31)

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부부가 살아온 배경, 입양동기, 입양태도, 입양진행방

사회적 차별은 국제결혼가족의 자녀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배타적 민족주의

법 등으로 양부모는 이 과정에서 입양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양부모가 될 마음의

성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의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준비를 갖도록 하고 있다. 양부모 예비 교육은 입양부모가 가져야 할 입양에 대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집단과 교육제도 등에서 상처 받을 가능성이 크기

올바른 가치관, 아동양육에 대한 예비지식 과정이 포함된다. 또한, 입양 후 6개월

32)

때문에 국제결혼가족은 자녀의 육아와 교육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

안에 상담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입양아의 건강상태와 발육상태를 살피고 양부모

이와 같은 이질적인 가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전통적

의 질문과 고충에 대해 상담을 한다. 이와 같이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입양전의 상

부계중심·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형태를 정상적 가족으로 수용하며, 그 외의

담 및 교육프로그램, 입양 후의 사후적 상담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내용이나 실시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적 가족으로 보려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

횟수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입양가족을 위한 사후적 상담 및 적응프로그램 등

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적 편견은 가족이기주의나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

은 거의 전무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부족에서도 기인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부부, 부모관계, 친족관계 등에서
정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가족이나 이웃 등에

4. 사회적지원 체계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며, 가족들과도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힘들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상담 및 언어·문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식적으로 지원하

1) 국 내
(1) 가족의 정서적 측면

는 기관이 없어서 정서적 어려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2) 법적·제도적 측면

우리나라에서 재혼에 대해 공개적으로 담론화 된 것조차 최근의 일로써 사회적

최근까지 재혼가족과 입양가족은 혈연중심 및 가부장적 중심의 우리 사회에 호

지원체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최근 재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적과 성씨 등의 문제로 상속의 어려움 및 사회적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원인으로

해주는 결혼서비스가 발달하고 있으며, 재혼 전 부부상담서비스도 서서히 등장하

작용하여 왔으나 이들 가족에 대한 법적인 고려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최근 양

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로 정착되기에는 양적인 측면이나 질

자제도가 신설(2005년 3월 31일자)33) 되면서 1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재혼가족

적 측면에서 부족하다. 재혼가족은 새로운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를 형성

이나 입양가족의 호적에 편입될 전망이며, 양성평등 가치관의 확산으로 호주제의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갈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31) 임경혜, 앞의 책.
32) 임경혜,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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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친양자제도의 주요 내용은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기재가 가능하고. 양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친생자로 기록될 경우 양자라는 기록은 삭제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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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

표 8. 장애아 입양가족에대한지원

34)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입양가족을 위한 지원으로는 입양 장애아동 양육보조 수당 및
의료비 제공 등이 있다. 정부는 장애아동의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에게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35) 양육
보조수당을 받을 자격 요건과 관련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표 8>과 같다.
양육보조수당은 월 50만으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며, 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보험 지원으로는 입양된 장애아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제공하는 기관은 국립의료원이며, 제공 대상은 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
동,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등이다. 양부모가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법상에
나타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범위에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입양아동에게 보육시설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

항 목

내

용

◦ 지체·시각·청각·언어장애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자격기준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양육보조수당 입양아동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
◦ 연간 12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급여 및 비급여부분
의료비
포함)
- 의료기관: 건강보험법상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양육보조금 신청서에 장애인 등록증(질환
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과 입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청
지급방법
◦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 양육보조수당은매월 50만원 입금
- 의료비의 경우 매분기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초과시는 다음분기에 소
급하여 지급
◦ 신청 받은 관계공무원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학인하고 양육보조
지급 절차
금을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2003년 보건복지백서』
, 2004.

며,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에게 수업
료와 입학금을 면제 해주고 있다. 개정된 아동특례법 시책에 의하면 입양아동에

(3) 사회적 측면

대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입양아동이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36) 또

재혼 및 입양가족의 경우 사회적 편견은 가족형성단계부터 가족형성 후 적응에

한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소득공제 및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재혼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

제공하고 있다.

하는 요인은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새엄마
와 새아빠에 대한 편견, 재혼가족에 대한 주위 인식 등이다.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

34) 호주제와 관련한 민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변경되었고, 자의 입적 및 성과 본은 기존
의 부성강제의 원칙에서 부성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고, 자녀의 복리에 따라 성과 본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음.
3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
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음.
36)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입양아동 의료급여 및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입소』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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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응단계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어려움은 사회적 낙인감에서 온다. 사회적으로
재혼가족은 결손가족으로 동일시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입양가족 또한 입양자녀가
학교나 또래사이에서 부당한 처우나 따돌림을 당하는 데서 자녀와 부모는 상처를
받게 된다.
최근 이혼이 급증하고 양성평등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재혼가족이 증
가하고 있으며, 또한 불임 부부의 증가나 사랑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입양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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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는 신문, 방송, 언론 등

과 위기 특별 상담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입양 부모들 또한 자조집단(self-

대중매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여성계의 움직임도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help group)을 조직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친부모를 위한 복지서비

전통적 부계중심·혈연중심의 가족형태를 정상적 가족으로 수용하고 그 외의 가

스는 아동을 입양시킨 후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개인 상담, 비슷한 상황의 다른

족형태를 결손가족으로 보려는 시각은 아직도 팽배하다.

부모들과 함께하는 지지집단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입양한 자녀의 친

또한 국제결혼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부정적이다. 농촌총각과 동남아시
아의 처녀 맺어주기로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차

부모 찾기(searching for birth families)에 직면한 친부모들에 대한 특별 상담
(intensive counseling)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37)

별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들 자녀는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육아 및 교육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2) 법적·제도적 측면

최근 들어 호주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혼가족,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은 그들의 생활터전인 이웃, 지역사회, 교육현장, 직장등

국외의 재혼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은 계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에서 아직도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

있다. 미국의 경우 ILP(IN LOCO PARENTIS)는 계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련

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

된 법으로 계부모의 법적 지위, 재정적 지원 의무, 입양, 유산상속 등의 내용을 포

구된다.

괄하고 있다. 따라서 ILP는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이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
모에게 특정상황에서 법적부모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이 법적 지위 부재로

2) 국 외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The Children
Act(1989)에 근거하여 양육자녀와 함께 사는 계부모의 경우 자녀와 최소한 3년

(1) 가족의 정서적 측면

동안 동거한 경우는 친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거주권한
(residence order)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거주권한은 계부모에게 자녀양육기능

미국은 공적인 지원체계는 아니지만,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을 갖게 해주며, 학교기록을 열람할 권리, 의료시술에 대한 동의, 기타 부모로서의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도와주는 상담 프로그램(private counselling program)

자격을 갖도록 허용한다. 또한, 거주권한은 유언 없이 계부모가 사망했을 때 계자

이 있다.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은 주로 재혼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 재혼 후 상대

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가부장적 가치관과 호

의 친자 혹은 본인의 친자와의 가족관계, 부부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주제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재

한 입양가족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 그리고 친부모를 대상으

혼가족을 위한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친부모로부

재혼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보면, 미국의 경우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수당

터 분리와 관련된 문제, 새로운 입양가정과 사회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개

(Social Security Benefit)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는 보조 수당(Auxiliary

인 상담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기에 입양아동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Benefit)을 지급 받는다.38) 배우자수당(Spousal Benefit)은 남편이 은퇴 연령이

위기 특별 상담(Crisis-oriented intensive counseling)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입양아동으로서 고통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통의 다른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지지 집단 활동(support group)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양부모
를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입양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인 상담

66 보건복지포럼 (2005. 5.)

37) Pecora, P. J., J. K. Whittaker & A. N. Maluccio,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Aldine De Gruyter, 1992; 김후모,「입양 후 복지서비
스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 2001.
38) 근로자가 최소한 1 0년 이상 근속하고 은퇴했을 때 그들의 이전 평균 임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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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 남편 PIA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며, 그 이전에는 더 적은

입양가족의 권장 측면에서 호적에서 입양아가 갖고 있던 성을 삭제하고 대신 입양

액수를 받는다. 또한 미망인이거나 이혼시에도 배우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

가족의 성만을 기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혈족 이외의 아이를 쉽게 입양하도록 뒷

며, 고용 상태에 있을 때에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혼시에는 수급권이 없

받침하고 있다.

어진다. 그러나 미망인의 경우 60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에 재혼을 하면 배우자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을 보면, 미국가정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모자 중심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의 경우는 전남편이 재혼을 하느냐 마느냐에

로 이루어지므로 아동의 모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였느냐에 따라 그 지

따라 수급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39)

원이 달라진다. 모가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는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식
40)

입양가족을 위한 정책을 보면 미국은 입양이 곤란한 아동 을 입양한 가정에 대

품교환권, 요보호빈곤가정일시보호, 보충보장소득,SSI, EITC 등 사회복지 프로그

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즉, 이들 입양가정이 아동을 입양하고 양육에 관해 보조를

램 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모가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는 모자 중심의 사

원하는 경우 입양가정조사에 의해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보조한다. 입양 가정조사

회복지 프로그램인 요보호빈곤가정 일시부조(TANF) 등은 지원받지 못하며, 일

는 법원이 지정한 자 또는 입양기관이 실시한다. 입양보조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반적인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식품교환권, 보충보장소득등 공식적인 사

따르며, 양육보조기간은 입양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

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

41)

육보조금액은 매년 관련 부처가 평가하여 보조 기간과 금액을 결정한다. 영국은

우는 영주권을 받았느냐에 따라 부를 중심으로 수급 받는 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

아동복지법42)에 근거하여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 버려진 아동, 부모가 부양할

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능력이 없는 가정의 경우 지방정부가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이양 받아 수양부모

영국의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는

가정에 수용하고 있다. 1991년 5월부터 가정보호의 일환인 입양아를 위한 친가연

국민보험, 공적부조 등의 사회보장, 국민보건서비스, 개인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

결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아와 친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등을 보장받고 있으나, 영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수양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및 수양부모수당을 아동의 연령이나 환경에 따

있다. 또한 1981년 국적법을 기준으로 보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영국 국민이거나 거

라 아동 1인당 약 624파운드(월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주하는 경우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국 국적을 갖게 되며, 부모 중 한 사람이

입양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기존의 입양관련법에서는 호적

영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는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영국 국적을 가질 수 있

에 두개의 성이 병기되어 있어서 입양사실을 노출하였으나, 1988년에 제정된 법은

다. 이와 같은 국적취득 조건은 국제결혼가족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소득지원으로는 생활보호서비스43)가 제공되며, 국

38) PIA(Primary Insurance Amount)가 정해지며 배우자 혹은 이전의 배우자(ex-spouse)도
수당을 지급받으며, 이때 이전 배우자들은 최소 10년 동안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만 함.
39) Stacey, J. Brave, New Families, New York: Basic Books, 1990.
40) 입양이 곤란한 아동은 육체적·정신적 장애자, 감정적 혼란자, 육체적 또는 정신질병의 위
험이 높은 자, 고연령자 등이 해당됨.
41) 황미영,「국내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42) 영국은 아동복지를 위해서 1927년 양자법을 공포하였는데, 원칙적 목적은 친부모가 아동
양육을 꺼리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그 아동을 양육할 영구적이고 확실한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었음. 같은 맥락에서 1948년에 부모들이 돌볼 능력이 없거나 방치하는 아동
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법을 제정했으며, 이후에 여러 차례의 관련법의 제
정과 개정이 이루어졌음. 1975년에는 아동법이 제정되어 입양법안에 포함되었으며, 1989년
에는 입양관계규정의 일부가 개정되어 공개입양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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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적취득을 한 경우는 그 자녀에게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외국인의 시정참가촉진, 지역참가
촉진, 인권존중, 학습기회 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아
동복지법을 근거로 국제결혼가족에게도 아동수당,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다.

43) 생활보호에는 일상생활비용인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기계기구
의 구입, 생업부조, 장례부조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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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과제

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홍보를 통한 국민의 이해증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입양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인 장

1) 가족의 정서적 측면

치가 마련되어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
면 아동입양수당 등의 국가보조금을 확대하여 양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임은 물

재혼가족은 새로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와형제·자매관계에서 야기되는 여

론, 미숙아나 장애아동 등 의료문제를 가진 아동이 입양에서 제외되거나 파양되는

러 가지 감정적인 갈등과 전혼 배우자와 친척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사례를 줄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가족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가족간의 적응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증가되었으나, 현실적인 비용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가

재혼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예비 부부를 위하여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족의 양육 수당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방안 또한 요구된다.

실제 부부생활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또한 재혼

국제결혼가족과 관련하여, 혈통주의가 팽배한 우리사회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부부들은 자신의 재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및

못한 외국인이 경험하는 불편함과 법적·제도적 차별은 심각하며, 이는 배우자와

상담서비스를 원하면서도 조심스러워 한다. 따라서 재혼가족의 바람직한 적응과

자녀를 포함한 한 가정을 보호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섭외혼인의 경우 불법체류

올바른 역할 정립을 통한 재혼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정부터 가족관계에 이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의 배타적

르기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인 법제도나 열악한 임금수준 및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꿈을 갖고 몰려오

입양가족은 가족내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건강성에 부

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가현상을 감안할 때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비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양 사실을 꺼리는 것으로 나

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가 한국내에 생활기반이 있거

타나고 있다. 따라서, 입양가족의 관계 강화를 위한 사후상담 및 적응프로그램 등

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권리나 가정 또는 가족보호를 위하여 일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한 조건을 갖추어 혼인을 허용하며 이와 함께 국적법상의 간이귀화절차를 적용

그리고, 국제결혼가족의 적응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와 문화상의 차이로 나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타난바 국제결혼가족의 문화적응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

족관계 강화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새로운 관계형성에 대한 저항감, 불안감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어 출입국관리제도에 있어서 국제

해소한다.

결혼이라는 법률혼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사실혼도 법

아울러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 등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는 가족간에 자조모
임이 활성화되도록 사회적 지지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률혼에 준하여 보호받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출입국관리제도는 가족보
호 및 인권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권내에 있는 국제결혼가족의 경우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권리가 보

2) 법적·제도적 측면

호되지 못하고 차별 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가족의 노동권, 복지권, 사회권 등
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호주제 관련 민법이 개정되고, 호주제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재혼가족,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에서 공통으로 문제시되었던 부성강제의 성과 본의 문제가 부성원

3) 사회적 측면

칙으로 전환되면서 향후에는 가족의 형편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가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법·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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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정상가족이라는 제한적 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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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계속 존재해 왔음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혈연중심, 동
일 성씨, 동일 국적 중심의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정형화하는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가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다양한 가족의 낙인 및 편
견 해소 등을 위한 인식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가족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혼가족, 입양가족 및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비정상
적이고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
정하는 개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교육, 사회홍보 및 사회옹호 등 다양한
방법의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재혼가족의 자녀, 입양아, 외국
인 배우자, 혼혈인 등의 권리가 옹호되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홍보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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