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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ADOPTED CHILDREN, ETC.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Article 36 (Disclosure, etc. of Information on Adoption)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1) A person who has been adopted under this Act may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his/her adoption which is held by Korea Adoption Services or the relevant adoption agency: 

Provided, That if a person who has been adopted under this Act is a minor, he/she shall obtain 

consent there to from his/her adoptive parents.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

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

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Upon receiving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president of Korea Adoption Services or 

the head of the relevant adoption agency shall disclose such information after obtaining consent 

from the natural parents of the adopted child: Provided, That where the natural parents refuse 

the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he/she shall disclose such information other tha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natural parents. 

②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

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Where natural parents die or cannot give consent due to other grounds, if the 

information on adoption is required for a medical treatment of the adopted person or if 

exceptional circumstances arise, such information may be disclos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onsent of the natural parents is obtained, not with standing the proviso to 

paragraph(2).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