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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중앙입양원은 입양인들이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입양캠프를 비롯해 다
양한 상담서비스 등 사후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입양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펼

중앙입양원은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2012년 정부에

쳐나가고 있습니다.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과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가정

양은 그런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찾아줌으로써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

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많

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점에서 입양은 가족을 이루는 방

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입양원장
그런데 입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
로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아동이 안
정적이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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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해마다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품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입

인사말

앞으로 중앙입양원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통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

은 함께함으로써 서로 기쁨과 즐거움의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아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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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모의 극진한 사랑과 정성은 아이가 미래에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하
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랜 입양의 역사를 통해 입양에서 사후서비스의 중요성을 알
게 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가난과 전쟁으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고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약 30만 명이 국내외로 입양되었는
데, 매년 2천여 명이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 고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중앙
입양원은 그들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에 흩어져 있는 과거 입양관련 기록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운영
하여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외입양인 중 일부는 피부색이 다른 부모형제와 함께 자라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소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그들이 모국에 대
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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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이유로 많은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이탈되고 있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입양은 아동에게 좋은 부모, 행복한 가족을 이루어줍니다.

입양아동과
그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중앙입양원이
앞장서겠습니다.

Vision
비전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아동의 권익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입양대상 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Mission
아동의 권익보호 및
입양문화 활성화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비전

Vision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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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선진화를 위한
중앙입양지원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Vision

바람직한
입양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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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입양사후
서비스

중앙입양원
Korea Adoption Services

체계적인
입양
서비스

국내입양
활성화

Subject of Strategy
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입양특례법 제·개정에 따른 업무개발,
입양 정책·제도 연구

2 정부·입양기관/단체·중앙입양원간의 사업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3 체계적인 입양정보시스템 및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4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사후서비스 체계화
5 바람직한 입양문화 확산
6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준비

중앙입양원 CI 의미
1 노란색은 보호, 붉은색은 사랑, 주황색은 상생을 의미합니다.
2 입양 삼자(三者·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가 서로 어우러진 형상은
가정을 이루는 기쁨과 희망 그리고 화합을 상징합니다.
3 중앙입양원의 신뢰감 있고 진취적인 사업의지를
삼각의 안정된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History
연혁

요보호 아동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입양문화의 새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2016

2010

06.14
입양기록물

연혁

2012

보존서고 구축

2011
웹 접근성 인증 획득

12.29

2009

개인정보보호마크

08.04

인증 획득

입양특례법 개정 공포

08.05

( ’12.08.05 시행)

재단법인

2014
2015

중앙입양원 설립

06.01

11.03

05.11

재단법인

사후서비스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중앙입양정보원

이력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

법인설립 허가(보건복지부)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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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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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11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07.01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 개원

입양관련 사후서비스 사업의
변화 및 주요 이슈

01
01

• 보건복지가족부
‘국외입양인

07

입양 사후서비스 활성화를

10

국외입양인과 모국과의

위한 입양정보센터 설립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국내외 입양인을 위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설립과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동시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후서비스의 활성화를

홀트아동복지회 등 국내 4개 입양기관의

목적으로 4개 입양기관이

‘국외입양동포 모국방문 사업과 모국어

출연하여 설립하였고,

연수사업’을 토대로 국외입양인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산하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아래 사업 시행

재외동포재단에서 일부

• 국외입양동포의 모국 초청 연수사업
• 국외입양동포 자생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지원사업

예산 보조

01

국외입양인

F4비자 발급

사후관리
사업’ 재개

• IKKA
(세계한인입양인협회)
설립

4개 부처(복지부,
외교부, 문광부,
행안부)에서 분산
추진되던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 복지부
이관 및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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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 모니터링

건을 규정한 국제조약, 1993년 5월
29일 채택되고 1995년 5월 1일 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입양정보

①입양가정 ‘뿌리 찾기’ ②입양아동 가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국내·외 입양인 및 입양대상아동에 관
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및 국

정 찾아주기 ③입양업무의 전산화 등

08

•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 입양정보공개
서비스시작

• 가정법원의

국제입양 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

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5년
24일 이 협약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으로, 이를 통해 업무의 체계화·전문

05

화를 도모합니다.

헤이그국제
아동입양협약
서명**

입양허가제 실시

201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2013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시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Organization

business introduction

조직도

입양종합상담

정부·입양기관 및 단체·국제교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중앙입양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입양인 · 친생부모· 입양부모를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REA ADOPTION SERVICES

입양종합상담 서비스

입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서비스입니다.

원장 &
이사장

1. 사후서비스(국내입양) :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무총장

•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친이 양자에게, 양자가 양친에게 적응 등에 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국
획
기
영
경

입
양
지
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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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분야 : 입양정보공개 서비스, 국내외 입양인 입양 후 적응지원, 국외입양인의
모국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친생부모 상담
대외협력국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친생부모에게 먼저 자녀양육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입양의사가 확고할 경우 입양절차를 안내합니다.

1. 양육지원 안내 : 원가정 보호를 위한 상담, 가정위탁지원제도 안내
2. 입양안내 : 입양절차, 입양기관, 위법사항 등
홍보대사

김홍신 소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

입양(희망)부모 상담

(전) 국회의원, 대학교수
올해의 한민족대상(2009)

입양제도 및 지원정책에 대해 안내하여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입양의 책임을
제고합니다.

1. 상담분야 : 입양절차, 입양기관, 위법사항, 국내 입양가정 지원정책, 입양관련기관,
입양가족 자조모임 안내 등
송옥숙 배우

KBS2 드라마 <아이가 다섯>(2016)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부문 여자 최우수상(2010)
MBC <연기대상> 중견배우부문 황금연기상(2008)

김수정 성악가

(현)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장
국무총리 표창(2014)
서울종합예술학교 예술학부 성악과 교수(2011)

business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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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상담

조직도 · 입양종합상담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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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roduction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입양아동과 그 가족이 심리 · 정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입양가족 정서심리 지원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이 생애주기별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며, 안정적인
입양가정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입양인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은 국내입양인과 국외입양인으로 구분하여 입양인 및

제공합니다.

• 가족교육을 통해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이 과정에서 입양과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교류할 수

국내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입양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입양가족 교육과 행사 지원을
통해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합니다.

14

• 입양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교육을

※ 프로그램 위탁 대상기관 : 입양기관 및 유관단체

있습니다.

• 입양아동 또한 자신의 입양사실을 인지하고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육정보·공개입양 여부·입양 관련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의

business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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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의 욕구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2. 입양가족 교육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 입양부모 또한 자녀와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가족교육이 실시됩니다.

15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business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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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4. 행사지원 : 국외 입양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외입양에 대한 세미나,

중앙입양원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을

심포지움, 워크숍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국외입양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회·문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외입양인의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위탁 대상기관 : 입양기관 및 유관단체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Gathering 행사 지원

1. 모국방문 : 국외입양인(혹은 입양부모)에게 한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국에

IKAA는 대한민국 출신 국제 입양인 단체 간 연대 형성, 각 입양인 단체 간 문화적 교류 강화를 위하여
2004년에 만들어진 단체로 사무국 및 유럽, 미국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이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되며 2016년에는 국외 입양인과 그 가족들 7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대한 정체성을 찾도록 합니다. 주로 한국의 문화체험, 한국여행, 역사탐방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5. 방문 입양인 일시주거 지원 : 모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국외입양인들에게 게스

통해 국외입양인은 한국의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트하우스, 홈스테이 등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모국어 연수 : 한국 방문 국외 입양인 중 한국어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게스트하우스 : 저렴한 비용으로 숙소 제공 외에 한국문화 체험이 가능

통해 한국어 소통능력을 함양시켜 줍니다.

홈스테이 : 한식과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필요시 장기체류도 가능

3. 모국생활지원 : 중장기 한국 체류나 정착을 원하는 국외입양인의 안정적인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국적회복·취업·법률·재정 문제 등을 비롯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행정기관 민원업무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의 집(KoRoot) : ‘해외입양인 문화예술프로젝트’ 지원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 입양인 개인 · 가족 ·그룹 등의 모국방문, 한국어 학습, 취업 및 창업 상담,

※ 문의 :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T.02-3148-0258 / 뿌리의집 T.02-3210-2451

6. 위기입양인 지원 : 긴급구호 대상 입양인에게 보호시설과 정신·심리 치료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며 본국 복귀나 국내 자립을 지원합
니다. 주거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범죄, 국적 미취득 등 다양한 사유로 추방된 경우 포함

법률 상담 등 서비스 제공

7. 국적취득확인 지원 : 국외입양인이 입양국가에서 완전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해외입양인연대(G.O.A’L) : 국외입양인의 한국내 적응 및 체류 지원

있도록 국적 혹은 시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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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roduction
입양정보망 구축 및 운영

입양정보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입양기록물을 영구보존합니다.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ACMS)운영
• ACMS 내의 입양정보는 허가받은 사용자가 업무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인 뿌리찾기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운영
중앙입양원의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은 국내외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입양정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통합관리하며
입양아동 사후서비스 제공, 국내입양활성화 등의 업무에 활용됩니다.

•

소재지 파악 전산화

•

국외입양인
국적취득 확인관리

중앙입양원

입양 사후 이력관리

이 시스템은 입양인의 ‘뿌리 찾기’ 및 입양아동 가정 찾아주기 지원, 입양업무

시스템

국가차원의 입양정보
통합관리

입양기관

① 국가는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입양정보 통합관리

ACMS

체계화·전문화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6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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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
상담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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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입양인, 친생부모, 양친(희망)부모 등의 입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

입양업무 효율성 제고

입양정보망 구축 및 운영

입양대상아동 예비입양부모 결연

19

입양정보의 안전한보호

입양인·
친생부모·
예비입양부모

입양정보공개청구(근거: 입양특례법 제36조)
• 입양정보란? 친생부모의 입양당시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입양배경(입양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거주지역명, 입양일 및 입양사유), 입양인의 입양당시 인적사항(입양 전
이름·주소·출생일시 및 출생장소·주민등록번호), 입양기관 관련사항(입양 전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간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말한다.
• 입양정보공개절차 및 친생부모 찾기 안내

입양기록물 수집·보존을 위한 노력

※중앙입양원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kadoption.or.kr/counsel/counsel_request.jsp

• 과거 아동시설열람표, 아동복지협회, 입양인 상담 중 알게 된 시설 및 기관들 가운데
입양관련 기록물을 보유한 기관을 발굴합니다.

입양기관 입양기록물 DB구축

•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입양기록물 영구보존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 현재 운영 중인 입양기관의 1950년대부터 2012년 8월 4일까지의

• 입양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스캔 후 영구보존 작업을 실시합니다.

입양정보망 구축 및 운영

폐업기관 입양기록물 영구보존

입양정보(친생부모, 입양인, 입양부모) 약 23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완료된 전산자료를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추가하여 입양인의

• 그 중 전체의 약 96%를 차지하는 4대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정보공개청구* 및 ‘뿌리 찾기’에 활용됩니다.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의 자료를 2013년부터 우선적으로 작업하여 약

125,000건(약 54%, 2016년 기준)을 전산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자료도
입양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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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보검색용 주요항목을 추출하는 작업이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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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물
전산화 절차

입양기록물 발굴 및

입양기록물 보유기관

기록물 메타데이터(정보추출) 작업

중앙입양원에 기록물 이관

현황 파악

전산화 작업 설명

및 스캔 후 검수

및 영구보존

입양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완료
입양기관 입양기록물 중
전산화 대상 선택
※ 현재 8~90년대 출생 입양인 기록물 중심 작업

입양기관 상호협의

입양기록물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양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입력된 입양정보 검수

및 뿌리찾기 등에 활용

business introduction
대외협력 강화

입양의 선진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 제도 등을 연구합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기관의 역량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01

입양특례법 제 · 개정 지원

• 입양관련 입법화에 필요한 정책수요 조사
• 입양관계법령 분석 및 중장기 입법방향 제시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지원

01
국내외 입양관련기관
협력 강화
국내입양활성화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하
기 위해 국내외 입양관련기관과의 협력체
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 입양관련기관 소통강화 :
정기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입양제도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 해외입양단체 및 국내거주

COOPERATION

해외입양인과의 소통

협력 네트워크

business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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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의 현안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
입양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지원합니다.

입양정책 및 제도 연구 · 대외협력 강화

입양정책 및 제도 연구

구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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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MENT
입양의 선진화
실천전략

02
입양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합니다.
• 국내입양 우선추진을 위한 사업의 표준화
• 아동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 입양 및 아동복지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

03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입양체계의 변화와
입양정책 수요증가에 따른
입양정책을 개발합니다.
• 입양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 입양관련 정책 및 서비스 개발
• 입양이슈 및 동향분석을 통한 연구물 발간
• 입양연구논문, 학술자료 등 수집 및 관리

02

03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입양부모교육

(근거: 입양특례법 제20조4항, 시행규칙 제18조)

입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합니다.
•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내용:
-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 입양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입양기관 종사자 교육이수 시간:
- 입양기관의 장 : 매년 4시간 이상
- 입양기관의 종사자: 매년 8시간 이상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
법 상 입양에 대해서도 예비양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권역별 양부모 교육:
민법에 의해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입양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business introduction
바람직한 입양문화 정착 및 확산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입양문화 정착을 유도합니다.

뉴미디어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입양홍보활동
1

2

입양인식 개선을 통한 바람직한
입양문화 정착 및 확산
국내입양활성화를 추진합니다.

4

1. 남아입양 프로젝트
2. ‘입양’ 웹툰 피아노(NAVER)
3. 신분당선 지하철 터널 ‘입양’ 공익광고
4. 입양홍보 콘텐츠 공모전

TV·라디오,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입양인식 개선 캠페인
1

business introduction

Korea Adoption Services

혈연중심의 사고, 여아 선호 등에 대한 입양편견 의식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입양문화 확산 및 정착

3

2

24

25

3

4

1. 입양, 마음껏 축하해 주세요 2. 입양, 기쁨의 탄생
3. 입양절차 안내 4. 입양이란?(TV공익광고)

입양의 날(5월 11일) 기념행사 주관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국내입양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입양가족을 격려, 건전한 입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불법입양모니터링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5조(입양의 날)

불법입양, 유기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의 입양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합니다.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 온라인 불법입양 의뢰·알선 의심 게시물 모니터링
• 인터넷 포털 및 수사기관 등과 협력대응체계 구축·운영
• 올바른 입양절차 안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business introduction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정법원에 입양서류제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구비서류

국내입양 절차

1. 입양허가신청서
2. 신청관련사항목록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사건본인)
4.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등본(청구인들)
5. 입양대상아동확인서
6.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7. 양친가정조사서
8.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9. 입양동의서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입양기관에 양친가정 조사신청서 제출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입양기관)

구비서류

STEP

03

STEP

양부모에게 인도
인도 시 아동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

business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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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친가정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을

STEP

01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

입양기관/별지 제7호 서식

입양&아동의 인도

05

STEP

07

26

27
STEP

06

STEP
STEP

04

STEP

09

입양의 허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허가

02

사후서비스
입양 성립 이후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양친
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결연
입양대상 아동과 적합한 예비 양부모 결연

양친 가정조사

제공하여야 함

STEP

08

가정조사 실시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방문·조사 2회 이상

친양자입양신고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

예비양부모 교육

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수

자 입양신고(친양자 입양신고서 작성)

(별지 제1호 양친교육이수 증명서 발급)
※ 상황에 따라 순서 변동 가능

Infomation
입양인 자조모임 및 지원단체

입양관련 정보 안내

• 입양인 단체
양협약 비준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입양사후서비스 등을 다룹니다. 중앙입양원은 보건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입양특별대책팀으로부터 사후서비스 및 국내입양활성화,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비준 준비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홈페이지 www.mohw.go.kr 팩스 044-202-3967

입양특별대책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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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회복지회

전세계

http://ikaa.org/ko

AK Connection

미국(미네소타)

http://www.akconnection.com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 (AAAW)

미국(시애틀)

http://aaawashington.org

Also-Known-As, Inc(AKA)

미국(뉴욕, 뉴저지)

http://www.alsoknownas.org

Association of Korean Adoptees
Southern California (AKASoCal)

미국(남 캘리포니아)

http://aka-socal.org

Boston Korean Adoptees(BKA)

미국(보스턴)

http://www.bkadoptee.org

Korean Adoptees of Hawaii(KAHI)

미국(하와이)

http://www.kahawaii.org

Texas Asian Adult Adoptee Group

미국(텍사스)

http://www.karynatwork.com

Korean Canadian Children’s Association

캐나다

http://www.kccato.com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2

Arierang

네덜란드

http://www.arierang.nl/s2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051-465-0224

Dongari

스위스

http://www.dongari.ch/index.html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4층

053-756-0183

Kimchi

스위스

http://www.kimchi.ch

충청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042-586-1983

Korea Klubben

덴마크

http://www.koreaklubben.org

프랑스

http://www.racinescoreennes.org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032-424-0145

Racines Coreennes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64

062-227-8877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G.O.A’L)

한국

http://goal.or.kr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6번길 17-3

031-217-5999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305

033-251-2344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TRACK)

한국

강원사무소

http://
justicespeaking.wordpress.com

전북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변 279, 사라빌딩 3층

063-288-0880

Adoptee Solidarity Korea(ASK)

한국

http://www.adopteesolidarity.org

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KAAN)

미국

http://www.kaanet.com

Korean Identity Development Society (KIDS)

미국

http://emailkids.wordpress.com

뿌리의 집(KoRoot)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3-56

한국

master@koroot.org
T.02-3210-2451 F.02-3210-2453

국제한인입양인봉사회(InKas)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7길 29(소공동) 복창빌딩 703호

한국

http://www.inkas.org
T.02-3148-0258 F.02-3148-0529

둥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5
(잠실동 올림피아 빌딩) 501호

한국

http://www.nestkorea.or.kr
T.02-535-3217 F.02-2043-6378

(사)한국입양홍보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3, 604호(풍성프라자)

한국

http://www.mpak.org
T.031-246-8301~2

경남사무소

대한사회복지회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Network(IKAA)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21

055-243-0009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02-552-1017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051-621-7003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053-756-1392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

062-222-9349

경기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32번길 30

031-877-2849

전남지부

전라남도 나주시 보현길 9-4

061-333-2882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02-332-3941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23-2

051-469-5586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053-755-1077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032-502-222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2층

042-526-31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031-442-7750

성가정입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2길 242

02-764-4741~3

한국사회봉사회

안양지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62 가길 70

02-908-9191

광주영아일시보호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자비아동입양위탁소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67번길 19

033-642-3555

꽃동네 천사의 집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925

043-879-0292

한빛국내입양상담소

-

충청남도 홍성군 조양로 75번길 17

041-631-3691

홍익아동복지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45

064-758-0845

※위 기관 모두 국내입양기관이며, 국외 입양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만 해당

보
건
복
지
부
허
가
기
관

입양 가족
단체

국외 입양인
지원단체

국내 입양
활성화
지원단체

• 입양부모모임
시
도
허
가
기
관

단체명

홈페이지(연락처)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입양가족 모임

http://cafe.naver.com/greenmpak

대한 미쁜울

http://cafe.naver.com/mibbun

동방 한마음부모회

http://cafe.naver.com/easternhanmaum

홀트 한사랑회

http://cafe.naver.com/holtlove

한국입양가족협회

http://chamsamo.com T.02-764-4741

건강한 입양가정 지원센터(건센)

http://cafe.naver.com/guncen

Infomation

Korea Adoption Services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
단체

홈페이지

입양관련 정보 안내

입양기관 현황 기관명

국가(지역)

단체명

입양특별대책팀은 입양가정 지원, 국내입양활성화, 입양특례법 및 헤이그국제아동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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