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당신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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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강미정 당시 만 3세(현, 만 47세)

강선미(장애) 당시 만 35세(현, 만 51세)

강승영(장애) 당시 만 36세(현, 만 43세)

고석봉 당시 만 3세(현, 만 43세)

공계환 당시 만 3세(현, 만 42세)

실종일시 1977. 12. 17.(토)

실종일시 2006. 07. 30.(일)

실종일시 2014. 06. 28.(토)

실종일시 1981. 08. 02.(토)

실종일시 1982. 12. 01.(수)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실종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실종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실종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실종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특특징징 키 102cm, 체중 12kg
줄무늬 티셔츠, 멜빵바지 착용

특특징징 지적장애, 언어장애, 인지능력 장애, 글씨 쓸
줄 모름
분홍색 티셔츠, 청색 츄리닝 착용

특특징징 키 165cm, 체중 55kg, 검정색 짧은 머리,
보통 체격
녹색 민무늬 반팔 티셔츠, 검은색 면 반바지
착용

특특징징 검정색 곱슬머리, 오른쪽 눈 쌍꺼풀, 왼쪽 눈
밑 손톱자국, 피부 흰 편
흰색 티셔츠, 노란색 반바지, 흰색 타이즈,
밤색 샌들 착용

특특징징 키 55cm, 체중 4kg, 손목에 화상 흉터

곽희진 당시 만 14세(현, 만 36세)

권영식(장애) 당시 만 60세(현, 만 63세)

김경실 당시 만 3세(현, 만 49세)

김경춘(장애) 당시 만 54세(현, 만 68세)

김경택(장애) 당시 만 11세(현, 만 60세)

실종일시 2000. 03. 01.(수)

실종일시 2018. 06. 01.(금)

실종일시 1975. 05. 01.(목)

실종일시 2008. 05. 14.(수)

실종일시 1972. 01. 18.(화)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종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종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특징징 키 155cm, 체중 50kg

특특징징 키 165cm, 체중 60kg, 지적장애 2급,
스포츠 머리, 다리를 절음
하늘색 반팔 티셔츠, 청색 긴바지, 흰색
슬리퍼 착용

특특징징 눈동자에 하얀 점 있음, 이마가 매우 넓음

특특징징 키 172cm, 체중 62kg, 지적장애 3급, 검정색 곱슬머리,
눈썹에 사마귀, 침 자주 흘림, 걸을 때 뒷짐을 지는 습관
베이지색 티셔츠, 남색 츄리닝, 밤색 구두, 18K 시계,
다이아 반지 착용

특특징징 지적장애, 납작한 뒤통수, 이마 가운데 상처,
성기 끝에 검은 점
검정색 폴라티, 검정색 바지, 검정색 장화
착용

김금자 당시 만 3세(현, 만 47세)

김기민 당시 만 15세(현, 만 35세)

김대현 당시 만 3세(현, 만 21세)

김도연(장애) 당시 만 15세(현, 만 36세)

김미영 당시 만 5세(현, 만 39세)

실종일시 1977. 10. 01.(토)

실종일시 2001. 12. 08.(토)

실종일시 2003. 09. 05.(금)

실종일시 2001. 01. 29.(월)

실종일시 1987. 03. 01.(일)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실종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지역 경기도 용인시

실종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특특징징 갈색 단발머리
반팔 내복 상하의 착용

특특징징 키 173cm, 날씬한 체형, 계란형 얼굴,
시력이 낮아 렌즈 착용, 지문이 동그란 편
카디건, 반지, 목걸이, 검정색 긴바지 착용

특특징징 키 99cm, 검정색 커트 머리, 앞가마, 눈썹에
찢어진 흉터, 배에 검은색 반점
오른쪽 귀에 링 귀고리, 흰색 반바지, 검정색
샌들 착용

특특징징 키 152cm, 지적장애 1급, 긴 얼굴형, 눈동자
초점 흐림, 머리 우측 두피에 10cm가량의
흉터, 고르지 못한 치열 빨간색 티셔츠, 회색
츄리닝, 검정색 파카, 흰색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키 120cm, 체중 35kg, 등에 흉터
원피스 착용

김미진(장애) 당시 만 39세(현, 만 55세)

김보경 당시 만 5세(현, 만 47세)

김선영 당시 만 2세(현, 만 44세)

김성주 당시 만 7세(현, 만 29세)

김아영 당시 만 0세(현, 만 30세)

실종일시 2005. 05. 22.(일)

실종일시 1979. 11. 05.(월)

실종일시 1978. 11. 26.(일)

실종일시 2000. 06. 15.(목)

실종일시 1991. 01. 28.(월)

실종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실종지역 경기도 부천시

실종지역 전라남도 강진군

실종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특특징징 정신장애 2급, 윗니 1개 빠짐, 제왕절개 수술
자국
주름치마, 보라색 슬리퍼 착용

특특징징 둥근 얼굴형, 검정색 긴 머리, 쌍꺼풀, 양쪽 손
끝 위에 사마귀가 많음
회색 티셔츠 착용

특특징징 키 50cm, 체중 10kg, 둥근 얼굴, 쌍꺼풀
주홍색 상의, 빨간 루비꽃 바지 착용, 신발
미착용

특특징징 키 120cm, 둥글넓적한 얼굴형, 쌍꺼풀, 이마에
희미한 흉터, 눈 밑에 꿰맨 자국, 말이 좀 어눌함
흰색 티셔츠, 주황색 칠부바지, 하늘색 샌들
착용

특특징징 머리숱 많은 편, 항문 왼쪽에 손톱 크기의
검은 점
흰색 유아복 착용

2021 - 1호

김영근 당시 만 9세(현, 만 36세)

김용래 당시 만 7세(현, 만 48세)

김윤성(본명: 김순기) 당시 만 5세(현, 만 51세)

실종일시 1994. 08. 27.(토)

실종일시 1980. 07. 25.(금)

실종일시 1975. 07. 05.(토)

실종지역 경기도 부천시

실종지역 경기도 연천군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특징징 쌍꺼풀, 피부 하얀 편, 엉덩이에 검은색 점
티셔츠, 반바지, 슬리퍼 착용

특특징징 콧등에 마마자국

특특징징 키 100cm, 체중 20kg, 계란형 얼굴,
큰 귀, 엉덩이 연탄불에 덴 흉터,
팔을 쭉 펴면 뒤로 약간 넘어간 모양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종가족지원 및 실종예방사업을 수행합니다

어쩌면 당신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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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김은신 당시 만 7세(현, 만 40세)

김은정 당시 만 6세(현, 만 40세)

김은지 당시 만 4세(현, 만 23세)

김은희 당시 만 5세(현, 만 47세)

김일형(장애) 당시 만 8세(현, 만 20세)

실종일시 1988. 09. 01.(목)

실종일시 1987. 08. 06.(목)

실종일시 2002. 11. 12.(화)

실종일시 1980. 01. 01.(화)

실종일시 2010. 09. 04.(토)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지역 경기도 성남시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종지역 경상북도 군위군

실종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특특징징 눈이 작은 편, 볼에 1cm 손톱자국만한 흉터,
목 뒤 검은 반점

특특징징 갈색 단발머리, 쌍꺼풀, 목에 주름 많음, 가슴
가운데 작은 점, 등에 푸른 점
빨간색 동그라미 무늬 상의, 빨간색 치마,
분홍색 샌들 착용

특특징징 오른쪽 다리와 아랫배 부분에 화상흉터
자주색 바지, 햄토리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키 100cm, 체중 15kg, 둥근 얼굴형, 검정색
단발머리, 소아마비로 걸음이 약간 불편함

특특징징 키 125cm, 체중 20kg, 자폐성 장애, 검정색
스포츠형 머리, 왜소한 체격, 갸름한 얼굴형
흰색 메리야스(가슴에 별 그림), 청색 반바지, 청색
장화 착용

김점순 당시 만 5세(현, 만 52세)

김정신(장애) 당시 만 48세(현, 만 61세)

김주란(장애) 당시 만 47세(현, 만 69세)

김태극 당시 만 8세(현, 만 31세)

김하늘 당시 만 2세(현, 만 27세)

실종일시 1975. 03. 01.(토)

실종일시 2008. 12. 31.(수)

실종일시 1999. 12. 13.(월)

실종일시 1998. 09. 30.(수)

실종일시 1997. 04. 20.(일)

실종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실종지역 전라남도 고흥군

실종지역 경기도 안양시

실종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실종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특특징징 키 100cm, 체중 15kg, 검은색 머리

특특징징 키 168cm, 체중 53kg, 지적장애 2급, 대화
가능하나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정신연령,
코가 오똑함,
청색 점퍼, 청색 츄리닝, 반장화 착용

특특징징 키 165cm, 체중 55kg, 지적장애 2급

특특징징 키 127cm, 당시 오른쪽 앞니 절반쯤 났음, 당황하면
언어구사력 저하, 왼팔을 꺾어들어 떠는 편
흰색 티셔츠, 검정색 반바지, 검정색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쌍꺼풀, 콧등에 점, 쌍가마, 머리가 가운데로
몰림
하늘색 티셔츠, 긴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김하은 당시 만 6세(현, 만 26세)

김혜진 당시 만 5세(현, 만 43세)

남궁진 당시 만 2세(현, 만 42세)

남미숙 당시 만 17세(현, 만 51세)

남승윤(장애) 당시 만 9세(현, 만 52세)

실종일시 2001. 06. 01.(금)

실종일시 1983. 12. 25.(일)

실종일시 1982. 03. 18.(목)

실종일시 1987. 10. 01.(목)

실종일시 1979. 02. 01.(목)

실종지역 전라남도 강진군

실종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특특징징 키 120cm, 마른 체형, 왼쪽 코에 물린 자국, 실종 3개월 전
오른쪽 윗볼에 찰과상, 당시 앞니 1개 빠짐
흰색 바탕에 핑크 망사무늬 티셔츠, 베이지색 7부 바지, 흰색
운동화, 디지몬 책가방 착용

특특징징 왼쪽 눈만 쌍꺼풀, 오른쪽 뒤통수 가로 1cm
흉터, 않으면 허리가 약간 굽음
위아래 달린 검청색 바지, 벽돌색 코트 착용

특특징징 키 70cm, 체중 15kg, 짧은 머리(생머리),
뒷머리에 상처
멜빵바지,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키 149cm, 체중 52kgm, 갈색 단발머리
배낭 착용

특특징징 지적장애, 간질, 뻐드렁니, 가슴 오른쪽에
빨간 반점
미색 티셔츠 착용

명창순 당시 만 3세(현, 만 38세)

문대섭 당시 만 3세(현, 만 49세)

민경미 당시 만 14세(현, 만 34세)

박근혁(장애) 당시 만 30세(현, 만 38세)

박동은 당시 만 11세(현, 만 26세)

실종일시 1987. 05. 17.(일)

실종일시 1975. 07. 01.(목)

실종일시 2001. 12. 08.(토)

실종일시 2013. 07. 26.(금)

실종일시 2006. 05. 13.(토)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실종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실종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특특징징 둥근 얼굴형, 쌍가마, 검은색 짧은 머리, 오른뺨에 펜치로
찍힌 자국, 아빠 이름은 알고 있음
쑥색 긴 티셔츠, 노란색 치마, 하늘색 타이즈, 흰색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키 80cm, 체중 30kg, 둥근 얼굴형

특특징징 키 165cm, 체중 48kg, 눈이 나쁨
안경 착용

특특징징 키 178cm, 체중 71kg, 정신장애, 당뇨병

특특징징 키 149cm, 체중 41kg, 검정색 단발머리,
또래보다 큰 체격, 앞니가 튀어나온 편
검정색 티셔츠, 청바지, 분홍색 운동화 착용

2021 - 2호

박상미 당시 만 6세(현, 만 32세)

박성진 당시 만 4세(현, 만 49세)

박수진 당시 만 15세(현, 만 32세)

실종일시 1995. 07. 11.(화)

실종일시 1976. 09. 01.(수)

실종일시 2004. 10. 09.(토)

실종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실종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실종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특특징징 왼쪽 이마에 검정색 점, 검정색 단발
파마머리, 쌍가마
검정색과 흰색이 섞인 블라우스, 연두색
쫄바지, 주황색 샌들 착용

특특징징 키 85cm, 체중 13kg, 앞 뒤 짱구머리, 눈이
작은 편
남색 상의, 남색 하의, 흰색 고무신 착용

특특징징 키 157cm, 검정색 곱슬 단발머리, 인중과 왼쪽
무릎에 흉터, 치아교정, 시력이 나쁨
복자여고 교복 및 책가방, 휴대폰, 안경 실종 다음날
발견됨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종가족지원 및 실종예방사업을 수행합니다

어쩌면 당신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2021 - 3호
남
여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박승(장애) 당시 만 16세(현, 만 30세)

박승재(장애) 당시 만 21세(현, 만 38세)

박시성 당시 만 14세(현, 만 50세)

박윤희 당시 만 8세(현, 만 29세)

박정선 당시 만 4세(현, 만 44세)

실종일시 2008. 05. 24.(토)

실종일시 2005. 07. 04.(월)

실종일시 1985. 12. 05.(월)

실종일시 2000. 08. 23.(수)

실종일시 1982. 01. 22.(금)

실종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실종지역 전라남도 무안군

실종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실종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실종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특특징징 키 170cm, 체중 50kg, 검정색 짧은 머리,
야윈 체격, 왼쪽 귀 밑에 점
흰색 티셔츠, 청바지, 회색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키 168cm, 체중 68kg, 지적장애 2급,
통통한 체격, 상고머리
흰색 티셔츠, 검정색 반바지, 갈색 샌들 착용

특특징징 키 150cm, 체중 45kg, 위 앞니가 새총에
깨짐

특특징징 쌍꺼풀, 두툼한 입술, 소변 마려우면 아랫배를 주먹으로
치는 버릇, 분홍색 티셔츠, 흰색 반바지, 검은색 머리띠,
남색 샌들 착용, 검은색 가방과 분홍색 멜로디언을 가지고
나감

특특징징 갈색머리, 작은 눈, 왼쪽 다리 정강이에 화상
흉터
노란색 티셔츠, 청색 털바지, 밤색 부츠 착용

박지원(장애) 당시 만 5세(현, 만 51세)

박진영 당시 만 0세(현, 만 24세)

박효남 당시 만 0세(현, 만 36세)

박희종 당시 만 1세(현, 만 35세)

배성윤 당시 만 3세(현, 만 57세)

실종일시 1975. 10. 27.(월)

실종일시 1997. 10. 19.(일)

실종일시 1984. 11. 01.(목)

실종일시 1988. 02. 15.(월)

실종일시 1968. 07. 22.(월)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실종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실종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실종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특특징징 넓은 이마, 큰 눈, 짝귀(한쪽이 크고 한쪽이
펴짐), 발등에 물에 데인 흉터
흰색 티셔츠, 빨간색 긴바지,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당시 앞니 하나 난 신생아
검정 꽃무늬 흰색 유아복 착용,
흰 바탕에 노란 꽃무늬 아기포대

특특징징 확인불가

특특징징 얼굴이 흰 편

특특징징 키 95cm, 체중 18kg, 손등에 파란 점
파란색 가로줄무늬 런닝, 옅은 은색 반바지,
일본 게다형 슬리퍼 착용

배종학(장애) 당시 만 5세(현, 만 39세)

백상열 당시 만 5세(현, 만 49세)

신현숙 당시 만 5세(현, 만 49세)

신희숙(장애) 당시 만 43세(현, 만 56세)

안현수 당시 만 0세(현, 만 44세)

실종일시 1987. 07. 25.(토)

실종일시 1977. 08. 19.(금)

실종일시 1978. 10. 01.(일)

실종일시 2008. 03. 04.(화)

실종일시 1978. 03. 01.(수)

실종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종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특특징징 지적장애, 왼쪽 얼굴에 작은 흉터, 왼쪽 귀 밑에
검정색 점, 위쪽 치아 충치 많음
노란색 티셔츠, 파란색 반바지 착용,
신발 미착용

특특징징 키 105cm, 체중 20kg, 발등에 파란 점
흰색 반팔티, 체크무늬 반바지, 고무신 또는
샌들 착용

특특징징 턱 밑에 혹 제거 수술 흉터

특특징징 키 165cm, 체중 70kg, 정신장애, 검정색
단발머리
회색 반코트, 검정색 긴바지, 회색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하늘색 반팔 티셔츠 착용

안혜경(장애) 당시 만 28세(현, 만 54세)

양승우 당시 만 3세(현, 만 43세)

양원종 당시 만 13세(현, 만 47세)

엄두익 당시 만 2세(현, 만 50세)

우똘똘 당시 만 6세(현, 만 47세)

실종일시 1995. 05. 01.(월)

실종일시 1981. 03. 01.(일)

실종일시 1987. 10. 10.(토)

실종일시 1974. 07. 01.(월)

실종일시 1980. 10. 01.(수)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종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특특징징 사시, 뻐드렁니에 치열이 고르지 못함, 안쪽
팔목에 화상 흉터, 소아마비로 왼쪽다리
절뚝거림

특특징징 쌍꺼풀이 없고 눈이 작은 편, 약간 안짱다리

특특징징 키 174cm, 체중 65kg, 둥근 얼굴형,
불규칙한 치열

특특징징 왼쪽 발바닥 밑에 붉은 큰 점, 쌍둥이
흰 반팔 셔츠, 파란색 반바지, 파란색 고무신
착용

특특징징 눈이 크고 눈꺼풀이 얇음

2021 - 3호

우정선 당시 만 5세(현, 만 22세)

유명숙 당시 만 15세(현, 만 57세)

유삼숙 당시 만 6세(현, 만 49세)

실종일시 2004. 09. 19.(일)

실종일시 1979. 02. 26.(월)

실종일시 1980. 05. 01.(목)

실종지역 경기도 광주시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종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특특징징 키 125cm, 체중 20kg, 통통한 체격,
당시 앞니 아랫니 1개 빠짐, 평발
흰색 민소매 티셔츠, 흰색 바지 착용, 보조바퀴 달린
두발 자전거 타고 있었음

특특징징 긴머리, 보조개, 왼쪽 뺨에 점

특특징징 이마에 4~5cm 정도의 흉터, 검정색
단발머리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종가족지원 및 실종예방사업을 수행합니다

어쩌면 당신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2021 - 4호
남
여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유성원(장애) 당시 만 33세(현, 만 45세)

유준호 당시 만 2세(현, 만 25세)

유채빈 당시 만 1세(현, 만 19세)

윤성욱(장애) 당시 만 34세(현, 만 46세)

이경미 당시 만 4세(현, 만 48세)

실종일시 2009. 08. 10.(월)

실종일시 1999. 03. 25.(목)

실종일시 2003. 11. 22.(토)

실종일시 2009. 08. 03.(월)

실종일시 1977. 04. 01.(금)

실종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종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실종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특특징징 정신장애, 스포츠형 머리, 건장한 체격, 계란형
얼굴, 얼굴에 주근깨 많음
흰색 티셔츠, 남색 반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코가 납작함, 귀가 약간 큼
하늘색 바탕에 강아지 무늬 내복 착용

특특징징 키 90cm, 체중 15kg, 둥근 얼굴형, 왼쪽
손등에 화상자국, 검정색 단발
분홍색 스웨터, 흰색 쫄쫄이 바지, 밤색 구두
착용

특특징징 키 177cm, 체중 80kg, 정신장애 3급, 스포츠머리,
통통한 체격, 코밑에 작은 흉터
빨간색 티셔츠, 검정색 반바지, 갈색 샌들, 검정색
안경 착용

특특징징 키 110cm, 체중 20kg, 검정색 머리

이규진 당시 만 3세(현, 만 24세)

이근수(장애) 당시 만 19세(현, 만 56세)

이대현 당시 만 1세(현, 만 37세)

이동훈 당시 만 2세(현, 만 40세)

이상용 당시 만 6세(현, 만 38세)

실종일시 2000. 04. 07.(금)

실종일시 1984. 11. 01.(목)

실종일시 1985. 06. 15.(토)

실종일시 1983. 11. 20.(일)

실종일시 1990. 02. 17.(토)

실종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실종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실종지역 경기도 안양시

실종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실종지역 경기도 성남시

특특징징 쌍가마, 말이 늦은 편
미색 티셔츠, 검정색 단화 착용

특특징징 키 173cm, 체중 65kg, 지적장애, 이름을
말하지 못함
추리닝 착용 추정

특특징징 확인불가

특특징징 둥근 얼굴형, 검정색 단발머리, 눈꼬리에
수술자국과 흉터
체크무늬 티셔츠, 빨간색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확인불가

이선우 당시 만 13세(현, 만 39세)

이선희 당시 만 8세(현, 만 46세)

이은영 당시 만 13세(현, 만 28세)

이정아(본명:이혜정)당시 만 4세(현, 만 52세)

이정훈 당시 만 3세(현, 만 51세)

실종일시 1995. 10. 01.(일)

실종일시 1983. 07. 29.(금)

실종일시 2006. 05. 13.(토)

실종일시 1973. 11. 01.(목)

실종일시 1973. 03. 18.(일)

실종지역 경기도 여주군

실종지역 강원도 양양군

실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실종지역 경기도 파주시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특특징징 엉덩이에 흉터, 허벅지 안쪽에 큰 점
교복,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오른쪽 손목 V자 흉터
검정색 상하의, 수영복 착용, 신발 미착용

특특징징 키 151cm, 체중 40kg, 코와 입 사이에
2cm정도의 흉터, 검정색 긴머리
무테안경, 흰색 후드티셔츠, 검정색 츄리닝,
밤색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가족이름 말할 수 있음

특특징징 키 95cm, 체중 11kg, 눈이 둥글고 아주 큰 쌍꺼풀,
왼쪽 눈 쌍꺼풀 사이에 작은 흉터 3개
모자, 빨간색 티셔츠, 보라색 털조끼, 곤색 털바지, 흰
고무신 착용

이지오 당시 만 7세(현, 만 40세)

이형우 당시 만 2세(현, 만 42세)

임성준 당시 만 16세(현, 만 46세)

임승실 당시 만 7세(현, 만 42세)

장정훈 당시 만 1세(현, 만 33세)

실종일시 1988. 01. 01.(금)

실종일시 1981. 08. 09.(일)

실종일시 1991. 05. 12.(일)

실종일시 1985. 08. 01.(목)

실종일시 1989. 07. 07.(금)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종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실종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특특징징 확인불가

특특징징 둥근 얼굴형, 검정색 곱슬머리, 눈이 크고
오목함, 이마가 나온 편, 큰 귀, 배 오른쪽
검은 반점, 보통 체격
노란색 티셔츠, 흰색 고무신 착용

특특징징 한쪽 무릎 밑 20 바늘 정도의 봉합 흉터

특특징징 3살 때 육손이어서 한쪽 손 수술,
다른 한 손은 엄지가 더 넓음

특특징징 키 85cm, 체중 12kg, 눈이 크고 쌍꺼풀,
얼굴 양쪽 볼에 보조개
반팔, 바지 착용

2021 - 4호

전경미 당시 만 4세(현, 만 47세)

전선아 당시 만 3세(현, 만 41세)

전은희 당시 만 5세(현, 만 53세)

실종일시 1978. 01. 09.(월)

실종일시 1983. 07. 18.(월)

실종일시 1973. 07. 01.(일)

실종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실종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실종지역 경기도 성남시

특특징징 확인불가

특특징징 오른쪽 귀 염증, 오른쪽 허벅지 뒤 붉은 점
원피스, 슬리퍼 착용

특특징징 키 120cm, 체중 15kg, 둥근 얼굴형, 동그란
눈, 당시 탈장증상
빨간색 티셔츠 착용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종가족지원 및 실종예방사업을 수행합니다

어쩌면 당신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2021 - 5호
남
여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전정일 당시 만 2세(현, 만 33세)

정명식(장애) 당시 만 35세(현, 만 52세)

정승연 당시 만 3세(현, 만 18세)

정승열 당시 만 1세(현, 만 35세)

정지영 당시 만 3세(현, 만 45세)

실종일시 1990. 12. 14.(금)

실종일시 2005. 07. 04.(월)

실종일시 2006. 10. 24.(화)

실종일시 1988. 08. 13.(토)

실종일시 1980. 03. 30.(일)

실종지역 전라남도 곡성군

실종지역 광주광역시 남구

실종지역 경기도 성남시

실종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특특징징 대부분의 이가 썩음, 대문니가 썩어서 뚫림,
엄마와 아빠만 말할 수 있음

특특징징 정신장애 2급, 검정색 짧은 머리,
당시 정신과 약 복용
금테 안경, 줄무늬 티셔츠, 노란색 반바지,
슬리퍼 착용

특특징징 키 110cm, 야윈 체격, 둥근 얼굴형, 본인
이름을 말할 수 있음
동물모양 노란색 점퍼, 청색 털실바지,
프로스펙스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키 70cm, 검정색 짧은 머리, 오른쪽 눈 옆 수두자국,
오른쪽 어깨에 동전 크기 붉은 반점, 왼쪽 종아리에
화상흉터
노란색 줄무늬 민소매 착용, 신발 미착용

특특징징 왼쪽 가마 근처에 기계자국, 왼쪽 눈썹과 눈
사이에 실밥흉터, 양쪽 새끼손가락 굽음,
넓적다리에 점
빨간 원피스, 슬리퍼 착용

정혜진 당시 만 5세(현, 만 37세)

조묘진 당시 만 5세(현, 만 47세)

조영란 당시 만 17세(현, 만 50세)

조일태(장애) 당시 만 38세(현, 만 54세)

지영숙 당시 만 3세(현, 만 52세)

실종일시 1989. 04. 22.(일)

실종일시 1980. 06. 01.(일)

실종일시 1987. 12. 15.(화)

실종일시 2005. 12. 01.(목)

실종일시 1972. 05. 01.(월)

실종지역 인천광역시 동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종지역 경기도 성남시

실종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특특징징 오른쪽에만 쌍꺼풀, 웃으면 약간 보조개
들어감
빨간색 스웨터, 분홍색 신발 착용

특특징징 키 80cm, 체중 18kg, 단발머리,
입술 밑 꿰맨 상처

특특징징 키 168cm, 체중 70kg, 검은색 생머리
빨간색 스웨터, 쥐색 모직치마 착용

특특징징 키 167cm, 체중 55kg, 정신장애, 검은색
삭발머리
흰색 티셔츠, 검은색 츄리닝 착용, 신발
미착용

특특징징 당시 4~5세 가량의 보통 여자아이 체격

진은숙 당시 만 17세(현, 만 42세)

최대진 당시 만 3세(현, 만 51세)

최솔 당시 만 17세(현, 만 30세)

최재명 당시 만 6세(현, 만 41세)

최재혁 당시 만 2세(현, 만 21세)

실종일시 1996. 09. 01.(일)

실종일시 1974. 04. 01.(월)

실종일시 2009. 01. 04.(일)

실종일시 1986. 01. 29.(수)

실종일시 2002. 10. 05.(토)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종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실종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실종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특징징 키 158cm, 체중 55kg

특특징징 키 120cm, 체중 15kg, 한쪽 눈 주변 찢어진
상처

특특징징 키 175cm, 체중 80~90kg, 오른쪽 눈에 점,
실종당시 얼굴을 많이 다친 상태
검정색 점퍼, 청바지, 운동화 착용

특특징징 확인불가

특특징징 키 90cm, 검은색 짧은 머리
남색 모자, 흰색 남방, 멜빵 청바지, 남색
운동화 착용

최정아 당시 만 2세(현, 만 41세)

최진호 당시 만 4세(현, 만 25세)

편추자 당시 만 17세(현, 만 53세)

한경진 당시 만 3세(현, 만 31세)

한광희(장애) 당시 만 9세(현, 만 34세)

실종일시 1983. 09. 01.(목)

실종일시 2000. 05. 07.(일)

실종일시 1986. 02. 08.(토)

실종일시 1993. 06. 18.(금)

실종일시 1996. 07. 02.(화)

실종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지역 경기도 안산시

실종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실종지역 경기도 안산시

특특징징 키 90cm, 체중 15kg, 곱슬머리, 통통한 체형
흰색 속옷, 빨간색 슬리퍼 착용

특특징징 부처님 귀 모양, 왼쪽 눈썹 옆에 손톱자국, 눈이
크며 긴 속눈썹, 앞니가 뾰족함
청색 줄무늬 티셔츠, 청바지, 구두 착용

특특징징 키 160cm, 체중 60kg, 검은색 단발머리

특특징징 짱구머리, 엉덩이에 흉터
노란색 샌들 착용

특특징징 자폐성 장애, 얼굴에 수두자국
청색 티셔츠, 슬리퍼 착용

2021 - 5호

한소희 당시 만 0세(현, 만 33세)

황광운(장애) 당시 만 24세(현, 만 41세)

황성윤 당시 만 8세(현, 만 47세)

실종일시 1989. 05. 18.(목)

실종일시 2004. 07. 29.(목)

실종일시 1982. 11. 01.(월)

실종지역 경기도 수원시

실종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특징징 줄무늬 내의, 머리핀 착용

특특징징 키 180cm, 지적장애 3급, 간질 증세,
스포츠머리, 둥근 얼굴형
회색 티셔츠, 반바지, 슬리퍼 착용

특특징징 키 120cm, 체중 40kg, 오른쪽 코 사마귀, 왼쪽
이마에 연탄집게로
찍힌 흉터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종가족지원 및 실종예방사업을 수행합니다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강문상(장애)
(장애)

당시 만 26세 (현, 만 45세)
강문상
당시 만 26세 (현, 만 45세)
실종일시
실종지역
실종지역
특특징징
특특징징

2002. 11. 12.(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키
키 178cm,
178cm, 체중
체중 78kg,
78kg, 당시
당시 정신장애
정신장애 2급,
2급,
입술
밑과
눈
옆에
흉터자국,
어깨가
입술 밑과 눈 옆에 흉터자국, 어깨가 약간
약간
구부정함
구부정함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김형철
김형철

최준원
최준원 당시 만 4세 (현, 만 26세)

당시 만 4세 (현, 만 26세)
실종일시 2000. 04. 04.(화)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어금니
전부
은색도금,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특특징징
특특징징 어금니 전부 은색도금,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흰색 머리띠, 모자 달린 청색 점퍼, 주황색 긴바지,
흰색
머리띠,착용
모자 달린 청색 점퍼, 주황색 긴바지,
청색 운동화
청색 운동화 착용

송혜희
송혜희

당시 만 2세 (현, 만 39세)

당시 만 2세 (현, 만 39세)
실종일시 1984. 05. 29.(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실종지역
실종지역 대구광역시
긴 얼굴형, 이마 중간에 흉터, 머리가 앞뒤로
특특징징
특특징징 긴 얼굴형, 이마 중간에 흉터, 머리가 앞뒤로
많이 튀어
튀어 나옴,
나옴, 큰
큰 귓불,
귓불, 검정색
검정색 머리
머리
많이

당시 만 17세 (현, 만 40세)

당시 만 17세 (현, 만 40세)
실종일시 1999. 02. 13.(토)
실종지역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실종지역 경기도
특특징징
163cm, 둥근 얼굴형, 피부 검은 편
특특징징 키
키 163cm, 둥근 얼굴형, 피부 검은 편
흰색 블라우스, 빨간색 조끼, 파란색 코트 착용
흰색 블라우스, 빨간색 조끼, 파란색 코트 착용

남색 티셔츠,
티셔츠, 남색
남색 반바지,
반바지, 청색
청색 슬리퍼
슬리퍼 착용
착용
남색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김만호
김만호

당시 만 5세 (현, 만 49세)
실종일시 1977. 05. 28.(토)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특특징징
눈, 갸름한 얼굴형, 쪽박귀, 의사소통 가능
특특징징 작은
작은 눈, 갸름한 얼굴형, 쪽박귀, 의사소통 가능
반팔 줄무늬 셔츠, 청 반바지, 운동화 착용
반팔 줄무늬 셔츠, 청 반바지, 운동화 착용

당시 만 7세 (현, 만 30세)
실종일시 1999. 04. 14.(수)
실종지역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실종지역 경기도
특특징징 오른쪽 눈 밑에 점, 얼굴이 약간 검은 편
특특징징 오른쪽 눈 밑에 점, 얼굴이 약간 검은 편
모자 달린 흰색 바탕에 갈색 무늬 잠바, 청바지,
모자 달린
흰색흰색
바탕에
갈색
무늬착용
잠바, 청바지,
빨간색
바탕에
줄무늬
운동화
빨간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운동화 착용

정희택
정희택 당시 만 2세 (현, 만 39세)

당시 만 17세 (현재 만 37세)
실종일시 2001. 01. 14.(일)
실종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
실종지역 전라남도
특특징징 키 160cm, 지적장애, 팔에 꿰맨 흉터, 검정색 짧은
특특징징 키 160cm, 지적장애, 팔에 꿰맨 흉터, 검정색
머리
짧은 머리
회색 티셔츠, 흰색 운동화 착용
회색 티셔츠, 흰색 운동화 착용

당시 만 2세 (현, 만 20세)
실종일시 2003. 10. 10.(금)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특특징징 눈썹 짙고 일자형, 머리숱 많음
특특징징 눈썹 짙고 일자형, 머리숱 많음
회색 추리닝 상하의, 운동화 착용
회색 추리닝 상하의, 운동화 착용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이훈식
(장애) 당시 만 13세 (현, 만 50세)
이훈식(장애)

당시 만 13세 (현, 만 50세)
실종일시 1984. 07. 23.(월)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특특징징 키 150cm, 지적장애, 무릎 및 복숭아뼈 부분 물에
특특징징 키 150cm, 지적장애, 무릎 및 복숭아뼈 부분 물에
데인 흉터가 있음,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큰 편
데인 흉터가 있음,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큰 편
베이지색 반팔티, 청색 반바지, 운동화 착용

당시 만 10세 (현, 만37세)
실종일시 1994. 04. 27.(수)
실종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
실종지역 전라북도
특특징징 키 140cm, 왼쪽 눈 위 흉터, 양쪽 귀 위에
특특징징 키 140cm, 왼쪽 눈 위 흉터, 양쪽 귀 위에
깨알만한 홈
깨알만한 홈
흰색 티셔츠, 청바지, 쑥색 슬리퍼 착용
흰색 티셔츠, 청바지, 쑥색 슬리퍼 착용

정유리 당시 만 11세 (현, 만 41세)
정유리
당시 만 11세 (현, 만 41세)
실종일시
실종지역
실종지역
특특징징
특특징징

1991. 08. 05.(월)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다리에 모기 물린 흉터, 눈썹 짙음, 다리에 털이 많음
다리에 모기 물린 흉터, 눈썹 짙음, 다리에 털이 많음
연보라색 민소매 티셔츠, 연보라색 반바지, 검은색
연보라색
민소매 티셔츠, 연보라색 반바지,
슬리퍼
착용
검은색 슬리퍼 착용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당시 만 3세 (현, 만 34세)

당시 만 3세 (현, 만 34세)
[경찰서 제공]
실종일시 1991. 03. 24.(일)
실종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
실종지역 광주광역시
특특징징
흉터,
쌍꺼풀,
왼쪽 왼쪽
허리 위에
이마왼쪽에
왼쪽에찢어진
찢어진
흉터,
쌍꺼풀,
허리종기
특특징징 이마
위에 종기
하늘색 점퍼, 내복바지 주황색 구두 착용
하늘색 점퍼, 내복바지 주황색 구두 착용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서희영
서희영 당시 만 10세 (현, 만 37세)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베이지색 반팔티, 청색 반바지, 운동화 착용

최민석
최민석

당시 만 4세 (현, 만 30세)
실종일시 1995. 06. 16.(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실종지역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특특징징
배꼽이 튀어나옴
튀어나옴
특특징징 배꼽이

당시 만 5세 (현, 만 38세)
당시 만 5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1988. 02. 15.(월)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특특징징 키 115cm, 둥근 얼굴형, 축농증, 오른쪽 눈 끝에
특특징징 키 115cm, 둥근 얼굴형, 축농증, 오른쪽 눈
수두자국, 속눈썹 길고 짙은 편
끝에 수두자국, 속눈썹 길고 짙은 편
외투, 긴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외투, 긴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빨간색 티셔츠, 빨간색 반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빨간색 티셔츠, 빨간색 반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모영광
모영광 당시 만 2세 (현, 만 20세)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신규진
신규진

이근로
(장애) 당시 만 17세 (현, 만 37세)
이근로(장애)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모자달린 핑크색 얇은 스웨터 착용

여

조하늘
조하늘 당시 만 4세 (현, 만 30세)

당시 만 2세 (현, 만 39세)
실종일시 1984. 09. 12.(수)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둘째
발가락이
편편
특특징징
빨간
특특징징 둘째 발가락이빨간

당시 만 3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1986. 11. 04.(화)
실종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실종지역 대전광역시
배에
수두자국,
납작한 얼굴, 집에서 호야라고 불림
특특징징
특특징징 배에 수두자국, 납작한 얼굴, 집에서 호야라고 불림
흰색 내의, 얇은 회색 바지, 노란색 슬리퍼, 모자달린
흰색
회색
바지, 노란색 슬리퍼,
핑크색내의,
얇은얇은
스웨터
착용

남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2021 - 1호

문의

윤지현
윤지현 당시 만 7세 (현, 만 30세)

당시 만 3세 (현, 만 37세)
당시 만 3세 (현, 만 37세)
실종일시 1987. 05. 21.(목)
실종지역
충청남도 연기군
연기군
실종지역 충청남도
키 95cm, 체중 15kg, 갈색 커트 머리, 둥근 얼굴형
특특징징
특특징징 키 95cm, 체중 15kg, 갈색 커트 머리, 둥근 얼굴형
하늘색 반팔티, 보라색 칠부바지, 파란색 슬리퍼
하늘색
착용 반팔티, 보라색 칠부바지, 파란색 슬리퍼
착용

김호
김호 당시 만 3세 (현, 만 38세)

당시 만 7세 (현, 만 26세)
실종일시 2003. 02. 06.(일)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특특징징
120cm, 눈썹이 진하고 선명함
특특징징 키
키 120cm, 눈썹이 진하고 선명함
검은색 점퍼, 회색 바지 착용
검은색 점퍼, 회색 바지 착용

어쩌면 당신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최병우
최병우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김유섭
김유섭 당시 만 7세 (현, 만 26세)

당시 만 5세 (현, 만 49세)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이우석
이우석 당시 만 4세 (현, 만 43세)

당시 만 4세 (현, 만 43세)
실종일시 1982. 02. 18.(목)
실종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둥근 얼굴형, 검정색 단발머리, 엉덩이 윗부분 연한
특특징징
특특징징 둥근 얼굴형, 검정색 단발머리, 엉덩이 윗부분 연한

얼룩점, 왼쪽 눈 밑 작은 검은 점, 입술 우측 아래 손톱자국
얼룩점, 왼쪽 눈 밑 작은 검은 점, 입술 우측 아래 손톱자국
빨간색 털 스웨터, 밤색 코르덴바지, 맨발로 파란색 운동화 착용
빨간색 털 스웨터, 밤색 코르덴바지, 맨발로 파란색 운동화 착용

현재
추정 모습

홍범석 (장애)
당시 만 19세 (현, 만 43세)
실종일시 1998. 01. 14.(수)
실종지역 전라북도 임실군
특특징징 키 160cm, 지적장애, 앞 윗니 두 개 빠짐, 웃으면
보조개가 약간 보임, 머리에 흉터
청색 점퍼, 청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종가족지원 및 실종예방사업을 수행합니다

현재 현재
추정 추정
모습 모습

홍봉수
홍봉수 당시 만 4세 (현, 만 38세)

당시 만 4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1987. 08. 23.(일)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얼굴형, 눈이 동그란 편, 팔에 희미한 회색 점, 검정색
특특징징 둥근
눈이가마가
동그란뒤쪽에
편, 팔에있음,
희미한
회색 점,약간
검정색
특특징징 둥근
짧은 얼굴형,
머리, 머리
뒤통수가

얼굴나이변환기술은

짧은
머리,
가마가지문이
뒤쪽에 동글동글
있음, 뒤통수가
약간 들어간 편,
들어간
편,머리
열 손가락
똑같음
열 손가락 지문이 동글동글 똑같음
붕붕바람돌이라고 새겨진 흰색 티셔츠, 노란색 수영복 바지,
붕붕바람돌이라고
하늘색 운동화 새겨진
착용 흰색 티셔츠, 노란색 수영복 바지, 하늘색 운동화 착용

에서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김영민

김태희(장애)

이병순(장애)

장문철

당시 만 1세 (현, 만 43세)
실종일시 1980. 04. 25.(금)
실종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특특징징 동그란 얼굴, 쫑긋한 귀

당시 만 14세 (현, 만 47세)
실종일시 1988. 04. 23.(토)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특징징 지적장애, 눈썹이 짙고 속눈썹이 많음. 시력이 안 좋아
사물을 볼 때 지긋이 봄. 이름과 전화번호는 말할 수 있음

당시 만 36세 (현, 만 65세)
실종일시 1992. 02. 22.(토)
실종지역 경기도 광명시
특특징징 키 154cm, 체중 48kg, 정신장애 왜소한 체격, 갸름한
얼굴형, 앞니가 벌어짐, 시력이 나쁨

당시 만 4세 (현, 만 41세)
실종일시 1984. 07. 27.(금)
실종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특특징징 키 100cm, 체중 17Kg, 둥근 얼굴형, 작은 눈,
보조개, 머리 뒤 종기수술 흉터, 성격 온순한 편
인디언 얼굴이 그려진 흰색 티셔츠 착용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이다은

신관식(장애)

김이곤(장애)

이종환(장애)

당시 만 2세 (현, 만 33세)
실종일시 1991. 03. 12.(화)
실종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특특징징 왼쪽 손목 희미한 점, 앞니가 톱날처럼 갈라짐, 등과 팔에
흰 점, 검정색 긴머리, 제비초리 있음

당시 만 37세 (현, 만 49세)

당시 만 13세 (현, 만 50세)
실종일시 1985. 03. 01.(금)
실종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특특징징 지적장애, 턱에 약 1cm 가량의 흉터, 오른발
복숭아뼈 주위에 교통사고로 인한 흉터

당시 만 11세 (현, 만 49세)
실종일시 1983. 10. 23.(일)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특특징징 5세 때 뇌염으로 인한 지적장애, 간질증세, 오른 손목·눈썹 밑·
복숭아뼈에 흉터, 등허리에 화상 흉터, 배꼽에서 발등까지 점

빨간색 티셔츠, 빨간색 긴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실종일시 2009. 06. 18.(목)
실종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특특징징 키 178cm, 체중 75kg, 입술이 약간 돌출, 치아가
고르지 않음, 엄지발가락 흉터, 갸름한 얼굴형
긴팔 와이셔츠, 농구화 착용

어쩌면 당신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현재
추정 모습

2021 - 2호
남
여

이연희
당시 만 4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1988. 04. 09.(토)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특특징징 이마가 나온 편, 팔꿈치에 콩알크기의 작은 점,
눈썹 아래 작은 흉터

문의

현재
추정 모습

자주색 잠바, 하늘색 트레이닝 바지 착용

빨간색 티셔츠, 밤색 코르덴바지, 운동화 착용

남색 원피스, 노란색 구두 착용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박동기

김성근

이명화

전영숙

당시 만 3세 (현, 만 44세)
실종일시 1981. 01. 07.(수)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특징징 키 100cm, 체중 20kg, 이마가 살짝 돌출, 옅은 갈색 머리,
속눈썹이 길고 말이 많으며 넉살이 좋음, 모자 쓰기를 즐겨함

당시 만 0세 (현, 만 35세)
실종일시 1986. 09. 13.(토)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특특징징 곱슬머리에 이마가 넓고 벗겨진 형

당시 만 2세 (현, 만 34세)
실종일시 1989. 12. 01.(금)
실종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특특징징 키 85cm, 체중 12kg, 둥근 얼굴에 머리숱이 많음. 실종당시 25~26개월

당시 만 3세 (현, 만 60세)
실종일시 1964. 12. 20.(일)
실종지역 강원도 원주시
특특징징 묶음머리

빨간색 코르덴 점퍼(몸통 빨간색, 팔 회색), 회색 니트 쫄바지, 만화그림
운동화 착용

배냇저고리 착용

빨간색 티셔츠, 쫄바지, 빨간색 장화 착용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권순옥

이효정

이동훈

정창근(장애)

당시 만 5세 (현, 만 41세)
실종일시 1986. 02. 05.(수)
실종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특특징징 키 120cm, 종아리에 화상흉터, 본명은
권순옥이나 고아원에서 김경아로 불림

당시 만 11세 (현, 만 47세)
실종일시 1986. 03. 08.(토)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특특징징 쪽박귀,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 새가슴,
곱슬머리

당시 만 2세 (현, 만 33세)
실종일시 1991. 06. 20.(목)
실종지역 경기도 파주시
특특징징 키 72cm, 체중 18kg, 둥근 얼굴형, 검은색 커트
생머리, 쌍꺼풀

당시 만 40세 (현, 만 56세)
실종일시 2005. 12. 27.(화)
실종지역 인천광역시 남구
특특징징 키 170cm, 체중 75kg, 정신장애, 우측 다리를
절음

트레이닝복, 슬리퍼 착용

현재
추정 모습

미색 점퍼, 남색 긴 바지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현재
추정 모습

이은지

길성호

송윤선

이기봉

당시 만 9세 (현, 만 39세)
실종일시 1992. 03. 17.(화)
실종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특특징징 키 130cm, 체중 30kg, 검정색 단발머리, 오른쪽
검지/중지 손톱 없음. 얼굴에 수두자국 있음

당시 만 2세 (현, 만 36세)
실종일시 1988. 04. 05.(화)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특특징징 말이 느림, 허벅지에 데인 자국 있음

당시 만 1세 (현, 만 31세)
실종일시 1992. 07. 23.(목)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특특징징 키 70cm, 체중 13kg, 단발머리, 목 오른쪽에
3cm 정도의 긴 흰색 점

당시 만 7세 (현, 만 63세)
실종일시 1965. 06. 01.(목)
실종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특특징징 머리 뒤 두상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 등에
손가락 마디 정도의 큰 점

빨간색 점퍼, 흰색 운동화 착용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종가족지원 및 실종예방사업을 수행합니다

얼굴나이변환기술은

에서 지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