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강문상(장애)/(남) 당시 만 26세 (현, 만 45세) 실종일시 : 2002. 11. 12.(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특징 : 키 178cm, 체중
78kg, 당시 정신장애 2급, 입술 밑과 눈 옆에 흉터자국, 어깨가 약간 구부정함 이름 : 김형철 / (남) 당시 만 2세 (현, 만 39세) 실종일시 :
1984. 05. 29.(화) 실종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특징 : 긴 얼굴형, 이마 중간에 흉터, 머리가 앞뒤로 많이 튀어 나옴, 큰 귓불, 검정색 머리,
남색 티셔츠, 남색 반바지, 청색 슬리퍼 착용 이름 : 송혜희 / (여) 당시 만 17세 (현, 만 40세) 실종일시 : 1999. 02. 13.(토) 실종지역 :
경기도 평택시 특징 : 키 163cm, 둥근 얼굴형, 피부 검은 편, 흰색 블라우스, 빨간색 조끼, 파란색 코트 착용 이름: 최병우 / (남) 당시 만
3세 (현, 만 37세) 실종일시 : 1987. 05. 21.(목) 실종지역 : 충청남도 연기군 특징: 키 95cm, 체중 15kg, 갈색 커트 머리, 둥근 얼굴형,
하늘색 반팔티, 보라색 칠부바지, 파란색 슬리퍼 착용 이름 : 최준원 / (여) 당시 만 4세 (현, 만 26세)실종일시 : 2000. 04. 04.(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특징 : 어금니 전부 은색도금,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흰색 머리띠, 모자 달린 청색 점퍼, 주황색
긴바지, 청색 운동화 착용 이름 : 김만호 / (남) 당시 만 5세 (현, 만 49세) 실종일시 : 1977. 05. 28.(토)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특징: 작은 눈, 갸름한 얼굴형, 쪽박귀, 의사소통 가능. 반팔 줄무늬 셔츠, 청 반바지, 운동화 착용 이름 : 김유섭 / (남) 당시 만 7세 (현, 만
26세) 실종일시 : 2003. 02. 06.(일)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징: 키 120cm, 눈썹이 진하고 선명함, 검은색 점퍼, 회색 바지 착용
이름 : 김호 / (남) 당시 만 3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 1986. 11. 04.(화) 실종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특징 : 배에 수두자국, 납작한
얼굴, 집에서 호야라고 불림, 흰색 내의, 얇은 회색 바지, 노란색 슬리퍼, 모자달린 핑크색 얇은 스웨터 착용 이름: 신규진 / (남) 당시 만 5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 1988. 02. 15.(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특징: 키 115cm, 둥근 얼굴형, 축농증, 오른쪽 눈 끝에
수두자국, 속눈썹 길고 짙은 편, 외투, 긴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 윤지현 / (여) 당시 만 7세 (현, 만 30세) 실종일시 : 1999. 04.
14.(수) 실종지역 : 경기도 오산시 특징: 오른쪽 눈 밑에 점, 얼굴이 약간 검은 편, 모자 달린 흰색 바탕에 갈색 무늬 잠바, 청바지, 빨간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운동화 착용 이름 : 이근로(장애) / (남) 당시 만 17세 (현재 만 37세) 실종일시 : 2001. 01. 14.(일) 실종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특징 : 키 160cm, 지적장애, 팔에 꿰맨 흉터, 검정색 짧은 머리, 회색 티셔츠,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이훈식(장애) / (남)
당시 만 13세 (현, 만 50세) 실종일시 : 1984. 07. 23.(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징 : 키 150cm, 지적장애, 무릎 및 복숭아뼈
부분 물에 데인 흉터가 있음,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큰 편, 베이지색 반팔티, 청색 반바지, 운동화 착용 이름: 정유리 / (여) 당시 만 11세 (현,
만 41세) 실종일시 : 1991. 08. 05.(월) 실종지역 : 경기도 안산시 특징: 다리에 모기 물린 흉터, 눈썹 짙음, 다리에 털이 많음, 연보라색
민소매 티셔츠, 연보라색 반바지, 검은색 슬리퍼 착용 이름: 정희택 / (남) 당시 만 2세 (현, 만 39세) 실종일시 : 1984. 09. 12.(수)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특징: 둘째 발가락이 빨간 편 이름: 조하늘 / (여) 당시 만 4세 (현, 만 30세) 실종일시 : 1995. 06. 16.(금)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특징: 배꼽이 튀어나옴, 빨간색 티셔츠, 빨간색 반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 최민석 / (남)당시 만 3세 (현, 만 34세)
실종일시 : 1991. 03. 24.(일) 실종지역 : 광주광역시 북구 특징: 이마 왼쪽에 찢어진 흉터, 쌍꺼풀, 왼쪽 허리 위에 종기, 하늘색 점퍼,
내복바지 주황색 구두 착용 이름: 이우석 / (남) 당시 만 4세 (현, 만 43세) 실종일시 : 1982. 02. 18.(목) 실종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특징:
둥근 얼굴형, 검정색 단발머리, 엉덩이 윗부분 연한 얼룩점, 왼쪽 눈 밑 작은 검은 점, 입술 우측 아래 손톱자국 , 빨간색 털 스웨터, 밤색
코르덴바지, 맨발로 파란색 운동화 착용 이름 : 모영광 / (남)당시 만 2세 (현, 만 20세) 실종일시 : 2003. 10. 10.(금) 실종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특징 : 눈썹 짙고 일자형, 머리숱 많음, 회색 추리닝 상하의, 운동화 착용 이름: 서희영 / (여) 당시 만 10세 (현,
만37세, 실종일시 : 1994. 04. 27.(수) 실종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특징: 키 140cm, 왼쪽 눈 위 흉터, 양쪽 귀 위에 깨알만한 홈, 흰색
티셔츠, 청바지, 쑥색 슬리퍼 착용 이름 : 홍범석(장애) / (남) 당시 만 19세 (현, 만 43세) 실종일시: 1998. 01. 14.(수) 실종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특징 : 키 160cm, 지적장애, 앞 윗니 두 개 빠짐, 웃으면 보조개가 약간 보임, 머리에 흉터, 청색 점퍼, 청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홍봉수 / (남) 당시 만 4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 1987. 08. 23.(일) 실종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특징: 둥근 얼굴형, 눈이
동그란 편, 팔에 희미한 회색 점, 검정색 짧은 머리, 머리 가마가 뒤쪽에 있음, 뒤통수가 약간 들어간 편, 열 손가락 지문이 동글동글 똑같음,
붕붕바람돌이라고 새겨진 흰색 티셔츠, 노란색 수영복 바지, 하늘색 운동화 착용 이름 : 김영민 / (여)당시 만 1세 (현, 만 43세) 실종일시:
1980. 04. 25.(금) 실종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특징: 동그란 얼굴, 쫑긋한 귀 이름 : 김태희(장애) / (남) 당시 만 14세 (현, 만 47세)
실종일시 : 1988. 04. 23.(토)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징: 지적장애, 눈썹이 짙고 속눈썹이 많음. 시력이 안 좋아 사물을 볼 때
지긋이 봄. 이름과 전화번호는 말할 수 있음 이름 : 이병순(장애) / (여)당시 만 36세 (현, 만 65세) 실종일시: 1992. 02. 22.(토) 실종지역 :
경기도 광명시 특징 : 키 154cm, 체중 48kg, 정신장애 왜소한 체격, 갸름한 얼굴형, 앞니가 벌어짐, 시력이 나쁨 이름: 정문철 / (남) 당시
만 4세 (현, 만41세) 실종일시 : 1984. 07. 27.(금) 실종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특징: 키 100cm, 체중 17Kg, 둥근 얼굴형, 작은 눈,
보조개, 머리 뒤 종기수술 흉터, 성격 온순한 편, 인디언 얼굴이 그려진 흰색 티셔츠 착용 이름 : 이다은 / (여) 당시 만 2세 (현, 만 33세)
실종일시 : 1991. 03. 12.(화) 실종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특징: 왼쪽 손목 희미한 점, 앞니가 톱날처럼 갈라짐, 등과 팔에 흰 점, 검정색
긴머리, 제비초리 있음, 빨간색 티셔츠, 빨간색 긴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 신관식(장애) / (남)당시 만 37세 (현, 만49세) 실종일시 :
2009. 06. 18.(목) 실종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 특징: 키 178cm, 체중 75kg, 입술이 약간 돌출, 치아가 고르지 않음, 엄지발가락 흉터,
갸름한 얼굴형, 긴팔 와이셔츠, 농구화 착용 이름 : 강문상(장애)/(남) 당시 만 26세 (현, 만 45세) 실종일시 : 2002. 11. 12.(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특징 : 키 178cm, 체중 78kg, 당시 정신장애 2급, 입술 밑과 눈 옆에 흉터자국, 어깨가 약간 구부정함 이름 : 김형철 /
(남) 당시 만 2세 (현, 만 39세) 실종일시 : 1984. 05. 29.(화) 실종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특징 : 긴 얼굴형, 이마 중간에 흉터, 머리가
앞뒤로 많이 튀어 나옴, 큰 귓불, 검정색 머리, 남색 티셔츠, 남색 반바지, 청색 슬리퍼 착용 이름 : 송혜희 / (여) 당시 만 17세 (현, 만 40세)
실종일시 : 1999. 02. 13.(토) 실종지역 : 경기도 평택시 특징 : 키 163cm, 둥근 얼굴형, 피부 검은 편, 흰색 블라우스, 빨간색 조끼, 파란색
코트 착용 이름: 최병우 / (남) 당시 만 3세 (현, 만 37세) 실종일시 : 1987. 05. 21.(목) 실종지역 : 충청남도 연기군 특징: 키 95cm, 체중
15kg, 갈색 커트 머리, 둥근 얼굴형, 하늘색 반팔티, 보라색 칠부바지, 파란색 슬리퍼 착용 이름 : 최준원 / (여) 당시 만 4세 (현, 만
26세)실종일시 : 2000. 04. 04.(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특징 : 어금니 전부 은색도금,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흰색
머리띠, 모자 달린 청색 점퍼, 주황색 긴바지, 청색 운동화 착용 이름 : 김만호 / (남) 당시 만 5세 (현, 만 49세) 실종일시 : 1977. 05.
28.(토)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특징: 작은 눈, 갸름한 얼굴형, 쪽박귀, 의사소통 가능. 반팔 줄무늬 셔츠, 청 반바지, 운동화 착용
이름 : 김유섭 / (남) 당시 만 7세 (현, 만 26세) 실종일시 : 2003. 02. 06.(일)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징: 키 120cm, 눈썹이
진하고 선명함, 검은색 점퍼, 회색 바지 착용 이름 : 김호 / (남) 당시 만 3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 1986. 11. 04.(화) 실종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특징 : 배에 수두자국, 납작한 얼굴, 집에서 호야라고 불림, 흰색 내의, 얇은 회색 바지, 노란색 슬리퍼, 모자달린 핑크색
얇은 스웨터 착용 이름: 신규진 / (남) 당시 만 5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 1988. 02. 15.(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특징: 키
115cm, 둥근 얼굴형, 축농증, 오른쪽 눈 끝에 수두자국, 속눈썹 길고 짙은 편, 외투, 긴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 윤지현 / (여) 당시 만
7세 (현, 만 30세) 실종일시 : 1999. 04. 14.(수) 실종지역 : 경기도 오산시 특징: 오른쪽 눈 밑에 점, 얼굴이 약간 검은 편, 모자 달린 흰색
바탕에 갈색 무늬 잠바, 청바지, 빨간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운동화 착용 이름 : 이근로(장애) / (남) 당시 만 17세 (현재 만 37세) 실종일시 :
2001. 01. 14.(일) 실종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특징 : 키 160cm, 지적장애, 팔에 꿰맨 흉터, 검정색 짧은 머리, 회색 티셔츠,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이훈식(장애) / (남) 당시 만 13세 (현, 만 50세) 실종일시 : 1984. 07. 23.(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징 : 키
150cm, 지적장애, 무릎 및 복숭아뼈 부분 물에 데인 흉터가 있음,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큰 편, 베이지색 반팔티, 청색 반바지, 운동화 착용
이름: 정유리 / (여) 당시 만 11세 (현, 만 41세) 실종일시 : 1991. 08. 05.(월) 실종지역 : 경기도 안산시 특징: 다리에 모기 물린 흉터, 눈썹
짙음, 다리에 털이 많음, 연보라색 민소매 티셔츠, 연보라색 반바지, 검은색 슬리퍼 착용 이름: 정희택 / (남) 당시 만 2세 (현, 만 39세)
실종일시 : 1984. 09. 12.(수)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특징: 둘째 발가락이 빨간 편 이름: 조하늘 / (여) 당시 만 4세 (현, 만 30세)
실종일시 : 1995. 06. 16.(금)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특징: 배꼽이 튀어나옴, 빨간색 티셔츠, 빨간색 반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 최민석 / (남)당시 만 3세 (현, 만 34세) 실종일시 : 1991. 03. 24.(일) 실종지역 : 광주광역시 북구 특징: 이마 왼쪽에 찢어진 흉터, 쌍꺼풀,
왼쪽 허리 위에 종기, 하늘색 점퍼, 내복바지 주황색 구두 착용 이름: 이우석 / (남) 당시 만 4세 (현, 만 43세) 실종일시 : 1982. 02. 18.(목)
실종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특징: 둥근 얼굴형, 검정색 단발머리, 엉덩이 윗부분 연한 얼룩점, 왼쪽 눈 밑 작은 검은 점, 입술 우측 아래
손톱자국 , 빨간색 털 스웨터, 밤색 코르덴바지, 맨발로 파란색 운동화 착용 이름 : 모영광 / (남)당시 만 2세 (현, 만 20세) 실종일시 :
2003. 10. 10.(금) 실종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특징 : 눈썹 짙고 일자형, 머리숱 많음, 회색 추리닝 상하의, 운동화 착용 이름: 서희영 /
(여) 당시 만 10세 (현, 만37세, 실종일시 : 1994. 04. 27.(수) 실종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특징: 키 140cm, 왼쪽 눈 위 흉터, 양쪽 귀 위에
깨알만한 홈, 흰색 티셔츠, 청바지, 쑥색 슬리퍼 착용 이름 : 홍범석(장애) / (남) 당시 만 19세 (현, 만 43세) 실종일시: 1998. 01. 14.(수)
실종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특징 : 키 160cm, 지적장애, 앞 윗니 두 개 빠짐, 웃으면 보조개가 약간 보임, 머리에 흉터, 청색 점퍼, 청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홍봉수 / (남) 당시 만 4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 1987. 08. 23.(일) 실종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특징: 둥근
얼굴형, 눈이 동그란 편, 팔에 희미한 회색 점, 검정색 짧은 머리, 머리 가마가 뒤쪽에 있음, 뒤통수가 약간 들어간 편, 열 손가락 지문이
동글동글 똑같음, 붕붕바람돌이라고 새겨진 흰색 티셔츠, 노란색 수영복 바지, 하늘색 운동화 착용 이름 : 김영민 / (여)당시 만 1세 (현, 만
43세) 실종일시: 1980. 04. 25.(금) 실종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특징: 동그란 얼굴, 쫑긋한 귀 이름 : 김태희(장애) / (남) 당시 만 14세
(현, 만 47세) 실종일시 : 1988. 04. 23.(토)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징: 지적장애, 눈썹이 짙고 속눈썹이 많음. 시력이 안 좋아
사물을 볼 때 지긋이 봄. 이름과 전화번호는 말할 수 있음 이름 : 이병순(장애) / (여)당시 만 36세 (현, 만 65세) 실종일시: 1992. 02.
22.(토) 실종지역 : 경기도 광명시 특징 : 키 154cm, 체중 48kg, 정신장애 왜소한 체격, 갸름한 얼굴형, 앞니가 벌어짐, 시력이 나쁨 이름:
정문철 / (남) 당시 만 4세 (현, 만41세) 실종일시 : 1984. 07. 27.(금) 실종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특징: 키 100cm, 체중 17Kg, 둥근
얼굴형, 작은 눈, 보조개, 머리 뒤 종기수술 흉터, 성격 온순한 편, 인디언 얼굴이 그려진 흰색 티셔츠 착용 이름 : 이다은 / (여) 당시 만 2세
(현, 만 33세) 실종일시 : 1991. 03. 12.(화) 실종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특징: 왼쪽 손목 희미한 점, 앞니가 톱날처럼 갈라짐, 등과 팔에 흰
점, 검정색 긴머리, 제비초리 있음, 빨간색 티셔츠, 빨간색 긴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 신관식(장애) / (남)당시 만 37세 (현, 만49세)
실종일시 : 2009. 06. 18.(목) 실종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 특징: 키 178cm, 체중 75kg, 입술이 약간 돌출, 치아가 고르지 않음,
엄지발가락 흉터, 갸름한 얼굴형, 긴팔 와이셔츠, 농구화 착용 이름 : 강문상(장애)/(남) 당시 만 26세 (현, 만 45세) 실종일시 : 2002. 11.
12.(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특징 : 키 178cm, 체중 78kg, 당시 정신장애 2급, 입술 밑과 눈 옆에 흉터자국, 어깨가 약간
구부정함 이름 : 김형철 / (남) 당시 만 2세 (현, 만 39세) 실종일시 : 1984. 05. 29.(화) 실종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특징 : 긴 얼굴형,
이마 중간에 흉터, 머리가 앞뒤로 많이 튀어 나옴, 큰 귓불, 검정색 머리, 남색 티셔츠, 남색 반바지, 청색 슬리퍼 착용 이름 : 송혜희 / (여)
당시 만 17세 (현, 만 40세) 실종일시 : 1999. 02. 13.(토) 실종지역 : 경기도 평택시 특징 : 키 163cm, 둥근 얼굴형, 피부 검은 편, 흰색
블라우스, 빨간색 조끼, 파란색 코트 착용 이름: 최병우 / (남) 당시 만 3세 (현, 만 37세) 실종일시 : 1987. 05. 21.(목) 실종지역 : 충청남도
연기군 특징: 키 95cm, 체중 15kg, 갈색 커트 머리, 둥근 얼굴형, 하늘색 반팔티, 보라색 칠부바지, 파란색 슬리퍼 착용 이름 : 최준원 /
(여) 당시 만 4세 (현, 만 26세)실종일시 : 2000. 04. 04.(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특징 : 어금니 전부 은색도금,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흰색 머리띠, 모자 달린 청색 점퍼, 주황색 긴바지, 청색 운동화 착용 이름 : 김만호 / (남) 당시 만 5세 (현, 만 49세)
실종일시 : 1977. 05. 28.(토)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특징: 작은 눈, 갸름한 얼굴형, 쪽박귀, 의사소통 가능. 반팔 줄무늬 셔츠, 청
반바지, 운동화 착용 이름 : 김유섭 / (남) 당시 만 7세 (현, 만 26세) 실종일시 : 2003. 02. 06.(일)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징:
키 120cm, 눈썹이 진하고 선명함, 검은색 점퍼, 회색 바지 착용 이름 : 김호 / (남) 당시 만 3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 1986. 11. 04.(화)
실종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특징 : 배에 수두자국, 납작한 얼굴, 집에서 호야라고 불림, 흰색 내의, 얇은 회색 바지, 노란색 슬리퍼,
모자달린 핑크색 얇은 스웨터 착용 이름: 신규진 / (남) 당시 만 5세 (현, 만 38세) 실종일시 : 1988. 02. 15.(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특징: 키 115cm, 둥근 얼굴형, 축농증, 오른쪽 눈 끝에 수두자국, 속눈썹 길고 짙은 편, 외투, 긴바지,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
윤지현 / (여) 당시 만 7세 (현, 만 30세) 실종일시 : 1999. 04. 14.(수) 실종지역 : 경기도 오산시 특징: 오른쪽 눈 밑에 점, 얼굴이 약간 검은
편, 모자 달린 흰색 바탕에 갈색 무늬 잠바, 청바지, 빨간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운동화 착용 이름 : 이근로(장애) / (남) 당시 만 17세 (현재
만 37세) 실종일시 : 2001. 01. 14.(일) 실종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특징 : 키 160cm, 지적장애, 팔에 꿰맨 흉터, 검정색 짧은 머리, 회색
티셔츠, 흰색 운동화 착용 이름: 이훈식(장애) / (남) 당시 만 13세 (현, 만 50세) 실종일시 : 1984. 07. 23.(월) 실종지역 : 서울특별시

유전자 등록·검사를 통해

659명의 실종 아동 및 장애인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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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찾고싶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DNA
채취를 의뢰하세요
ㅣ유전자 채취 대상자ㅣ
보
 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또는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보호시설 입소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실종 아동, 장애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