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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찾아오시는 길
입양특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의 권익을

중앙입양원은 정부,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상호

보장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 지하철 이용시

협력하고,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후서비스를

업무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하차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국내입양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m직진(강북삼성병원 맞은편)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버스 이용시

연혁

| 서울역사박물관 앞

| 서대문경찰서

160, 161, 260, 270, 271, 273,

703, 7019, 7021, 7024, 1000,

370, 470, 471, 704, 720,

1200, 1900, 2000, 9701,

721, 7019, 7023, 9701, 9709

9709, 9714

| 시청 앞

| 바비엥스위트 Vavien Suite

103, 109, 150, 172, 401, 402,

6005

406, 472, 501, 600, 602,
603, 703, 707, 708
강북삼성병원

2009

07. 01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 개원

2010

12. 09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 획득

2011

05. 11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

2012

08. 05

재단법인 중앙입양원 설립

2013

05. 10

‘제8회 입양의 날’ 정부 기념행사 주관

2014

06. 30

공직유관단체 지정(안전행정부)

11. 03

사후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 개시

2015

01. 01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2016

06. 13

입양기록물 보존서고 구축

광화문사거리

서대문로터리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서울역사박물관

경향신문
청양빌딩 7층
이화여고
정동극장
백주년 기념관

입양은
함께나누는
행복입니다

입양, 아이와 부모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Tel
Fax
e-mail

02-6943-2600(代)
02-771-9680
kas@kadoption.or.kr

입양으로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인사말

사업안내

중앙입양원은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의 사후관리 등
을 위해 2012년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국내입양 절차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입양기관에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양친 가정조사

•가정조사 실시
•예비양부모 교육

우리 사회에는 해마다 수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품
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그런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찾아주고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점에서 입양은 가족을
이루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

입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아동이 안정적이고

입양가족 정서심리 지원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입양아동과

입양기록물 영구보존 및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운영
⦁

국내외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등의

입양부모에게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입양정보를 전산화하여 입양아동 사후서비스 및 국내입양활성화

입양가족 교육 | 입양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등의 업무에 활용합니다.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과거 입양업무를 진행하였던 기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입양가족 행사지원 | 입양부모와 입양인이 함께 활동하며

입양기록물을 수집, 전산화하여 정보검색용 주요항목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가족캠프, 운동회, 송년의 밤, 체험활동 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추출작업을 거쳐 완료된 자료를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ACMS 에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 프로그램 위탁 대상기관 : 입양기관 및 유관단체 |

통합·운영합니다.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 모국방문, 모국어 연수,

| 입양인정보공개청구(입양특례법 제36조 근거) 등 활용 |

중앙입양원은 입양인의 사후서비스를 위해 입양기

⦁

⦁

모국생활 지원, 행사지원, 방문 입양인 일시 주거지원, 위기입양인

관·아동복지시설에 흩어져 있던 과거의 입양관련 기록

양친가정조사서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발급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결연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양부모 결연

가정법원에
입양서류제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입양의 허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허가

입양&아동의
인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인도 시 아동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

친양자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

사후관리

•입양 성립 이후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서비스 제공

지원, 국적취득확인 지원 등

들을 수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위탁 대상기관 : 입양기관 및 유관단체 |

또한 입양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입양기
관 및 단체를 통한 심리치료 및 입양가족 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입양원은 부모의 품에서 이탈된 아동들
이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입양선진화를 위한 정책·제도 등 연구
⦁

다하겠습니다. 아동은 부모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

입양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준비(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

TV·라디오, 언론매체, 뉴미디어 채널을 이용한 입양인식개선 및 홍보

입양특례법 제·개정 지원)

⦁

입양의 날(5월 11일) 기념행사 주관(입양특례법 제5조)

자랄 때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입양부모교육

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입양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

국내외 입양관련기관 협력 강화

중앙입양원장

| 근거 : 입양특례법 제20조4항, 시행규칙 제1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