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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문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児童虐待が児童の
人権を著しく侵害し、その心身
の成長及び人格の形成に重大な
影響を与えるとともに、我が国
における将来の世代の育成にも
懸念を及ぼすことにかんがみ、
児童に対する虐待の禁止、児童
虐待の予防及び早期発見その他
の児童虐待の防止に関する国及
び地方公共団体の責務、児童虐
待を受けた児童の保護及び自立
の支援のための措置等を定める
ことにより、児童虐待の防止等
に関する施策を促進し、もって
児童の権利利益の擁護に資する
ことを目的とする。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가 아동의 인
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심신의
성장 및 인격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장래 세
대 육성에 미칠 우려를 감안하
여 아동에 대한 학대의 금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
그 밖의 아동학대의 방지에 관
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
무, 학대를 당한 아동의 보호
및 자립의 지원을 위한 조치 등
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방
지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고
나아가 아동의 권리·이익의 옹
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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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条（児童虐待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児童虐
待」とは、保護者（親権を行う
者、未成年後見人その他の者で
、児童を現に監護するものをい
う。以下同じ。）がその監護す
る児童（十八歳に満たない者を
いう。以下同じ。）について行
う次に掲げる行為をいう。

제2조(아동학대의 정의)
이 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
(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후
견인, 그 밖에 아동을 실제로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가 자신이 보호·감독하
는 아동(만18세에 도달하지 아
니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
다.
1. 아동의 신체에 외상이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폭행을 가하는 행위
2. 아동에 대한 외설적인 행
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
금 외설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3. 아동의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현저히 빈
약한 식사 또는 장시간의 방
치, 보호자 이외의 동거인에
의한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호와 같은 행위의 방치,
그 밖의 보호자로서의 보호·
감독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행위
4. 아동에 대한 심각한 폭언
또는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태도,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
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
[배우자(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

一 児童の身体に外傷が生じ、
又は生じるおそれのある暴行
を加えること。
二 児童にわいせつな行為をす
ること又は児童をしてわいせ
つな行為をさせること。
三 児童の心身の正常な発達を
妨げるような著しい減食又は
長時間の放置、保護者以外の
同居人による前二号又は次号
に掲げる行為と同様の行為の
放置その他の保護者としての
監護を著しく怠ること。

四 児童に対する著しい暴言又
は著しく拒絶的な対応、児童
が同居する家庭における配偶
者に対する暴力（配偶者（婚
姻の届出をしていないが、事
実上婚姻関係と同様の事情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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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者を含む。）の身体に対
する不法な攻撃であって生命
又は身体に危害を及ぼすもの
及びこれに準ずる心身に有害
な影響を及ぼす言動をいう。
第十六条において同じ。）そ
の他の児童に著しい心理的外
傷を与える言動を行うこと。

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체에 대한 불
법적인 공격으로서 생명 또
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
및 이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
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말
한다. 제16조에서 같다], 그
밖의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
적 외상을 미치는 언동의 행
사

第三条（児童に対する虐待の禁
止）
何人も、児童に対し、虐待をし
てはならない。

제3조(아동에 대한 학대의 금지)

第四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の責
務等）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児童虐
待の予防及び早期発見、迅速か
つ適切な児童虐待を受けた児童
の保護及び自立の支援（児童虐
待を受けた後十八歳となった者
に対する自立の支援を含む。第
三項及び次条第二項において同
じ。）並びに児童虐待を行った
保護者に対する親子の再統合の
促進への配慮その他の児童虐待
を受けた児童が家庭（家庭にお
ける養育環境と同様の養育環境
及び良好な家庭的環境を含む
。）で生活するために必要な配
慮をした適切な指導及び支援を
行うため、関係省庁相互間その

제4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
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 학
대를 당한 아동에 대한 신속하
고 적절한 보호 및 자립의 지원
(학대를 당한 후 18세가 된 사
람에 대한 자립의 지원을 포함
한다. 제3항 및 제5조제2항에서
같다),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에
대한 가족재통합 촉진에의 배
려, 그 밖의 학대를 당한 아동
이 가정(가정의 양육환경과 같
은 양육환경 및 양호한 가정적
환경을 포함한다)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려를 한 적절
한 지도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성청 상호간, 그 밖에 관계기관

누구든지 아동을 학대해서는 아
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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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関係機関及び民間団体の間の
連携の強化、民間団体の支援、
医療の提供体制の整備その他児
童虐待の防止等のために必要な
体制の整備に努めなければなら
ない。
２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児童
相談所等関係機関の職員及び学
校の教職員、児童福祉施設の職
員、医師、歯科医師、保健師、
助産師、看護師、弁護士その他
児童の福祉に職務上関係のある
者が児童虐待を早期に発見し、
その他児童虐待の防止に寄与す
ることができるよう、研修等必
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및 민간단체간 연계 강화, 민간
단체의 지원, 의료 제공 체제
정비, 그 밖에 아동학대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체제의 정
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
동상담소 등 관계기관의 직원
및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의 직원, 의사, 치과 의사, 보건
사, 조산사, 간호사, 변호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직무상 관
계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밖에 아동
학대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③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
대를 당한 아동의 보호 및 자립
의 지원을 전문적 지식에 따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
상담소 등 관계기관의 직원, 학
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
원, 그 밖에 학대를 당한 아동
의 보호 및 자립의 지원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재 확보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④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
동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아동의
인권,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
치는 영향, 아동학대와 관련된
통고 의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홍보, 그 밖의 계발 활동에 힘
써야 한다.

３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児童
虐待を受けた児童の保護及び自
立の支援を専門的知識に基づき
適切に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
児童相談所等関係機関の職員、
学校の教職員、児童福祉施設の
職員その他児童虐待を受けた児
童の保護及び自立の支援の職務
に携わる者の人材の確保及び資
質の向上を図るため、研修等必
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４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児童
虐待の防止に資するため、児童
の人権、児童虐待が児童に及ぼ
す影響、児童虐待に係る通告義
務等について必要な広報その他
の啓発活動に努めなければなら
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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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児童
虐待を受けた児童がその心身に
著しく重大な被害を受けた事例
の分析を行うとともに、児童虐
待の予防及び早期発見のための
方策、児童虐待を受けた児童の
ケア並びに児童虐待を行った保
護者の指導及び支援のあり方、
学校の教職員及び児童福祉施設
の職員が児童虐待の防止に果た
すべき役割その他児童虐待の防
止等のために必要な事項につい
ての調査研究及び検証を行うも
のとする。
６ 児童の親権を行う者は、児童
を心身ともに健やかに育成する
ことについて第一義的責任を有
するものであって、親権を行う
に当たっては、できる限り児童
の利益を尊重するよう努めなけ
ればならない。
７ 何人も、児童の健全な成長の
ために、家庭（家庭における養
育環境と同様の養育環境及び良
好な家庭的環境を含む。）及び
近隣社会の連帯が求められてい
ること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
い。

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
대를 당한 아동이 심신에 현저
히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분석하며,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방책, 학대를
당한 아동의 케어,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의 지도 및 지원 방
법, 학교 교직원 및 아동복지시
설의 직원이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역할, 그
밖에 아동학대의 방지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검증을 수행한다.

第五条（児童虐待の早期発見等）
学校、児童福祉施設、病院その
他児童の福祉に業務上関係のあ
る団体及び学校の教職員、児童
福祉施設の職員、医師、歯科医
師、保健師、助産師、看護師、

제5조(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등)
① 학교, 아동복지시설, 병원,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업무상
관계가 있는 단체 및 학교 교직
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의사,
치과 의사, 보건사, 조산사, 간

⑥ 아동의 친권을 행사하는 자
는 아동의 심신의 건강한 육성
에 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책
임이 있는 자로서 친권을 행사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아동
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⑦ 누구든지 아동의 건전한 성
장을 위하여 가정(가정에서의
양육 환경과 같은 양육 환경 및
양호한 가정적 환경을 포함한
다) 및 근린 사회의 연대가 요
구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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弁護士その他児童の福祉に職務
上関係のある者は、児童虐待を
発見しやすい立場にあることを
自覚し、児童虐待の早期発見に
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に規定する者は、児童虐
待の予防その他の児童虐待の防
止並びに児童虐待を受けた児童
の保護及び自立の支援に関する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の施策に協
力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
い。
３ 学校及び児童福祉施設は、児
童及び保護者に対して、児童虐
待の防止のための教育又は啓発
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호사, 변호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직무상 관계가 있는 자
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아동학
대의 조기발견에 힘써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는 아동학
대의 예방, 그 밖의 아동학대의
방지, 학대를 당한 아동의 보호
및 자립의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협력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은 아
동 및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학
대의 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계
발에 힘써야 한다.

第六条（児童虐待に係る通告）
제6조(아동학대 관련 통고)
児童虐待を受けたと思われる児
①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생각되
童を発見した者は、速やかに、
는 아동을 발견한 자는 신속하
これを市町村、都道府県の設置
게 이를 시정촌, 도도부현이 설
する福祉事務所若しくは児童相
치하는 복지사무소나 아동상담
談所又は児童委員を介して市町
소 또는 아동위원을 통하여 시
村、都道府県の設置する福祉事
정촌,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복
務所若しくは児童相談所に通告
지사무소나 아동상담소에 통고
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하여야 한다.
２ 前項の規定による通告は、児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는 「아
童福祉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
동복지법」(소화22<1947>년
百六十四号）第二十五条第一項
법률 제164호) 제25조제1항에
の規定による通告とみなして、
따른 통고로 보아 같은 법을 적
同法の規定を適用する。
용한다.
３ 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
③ 「형법」(명치40<1907>년
五号）の秘密漏示罪の規定その
법률 제45호)의 비밀누설죄, 그
他の守秘義務に関する法律の規
밖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
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告
은 제1항에 따른 통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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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する義務の遵守を妨げるもの
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의 준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
석해서는 아니된다.

第七条
市町村、都道府県の設置する福
祉事務所又は児童相談所が前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告を受け
た場合においては、当該通告を
受けた市町村、都道府県の設置
する福祉事務所又は児童相談所
の所長、所員その他の職員及び
当該通告を仲介した児童委員は
、その職務上知り得た事項であ
って当該通告をした者を特定さ
せるもの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
。

제7조
시정촌,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복지사무소 또는 아동상담소가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
은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 도도
부현이 설치하는 복지사무소 또
는 아동상담소의 소장, 직원,
그 밖의 직원 및 해당 통고를
중개한 아동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통고한 자
를 특정하는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第八条（通告又は送致を受けた場 제8조(통고 또는 송치를 받은 경
合の措置）
우의 조치)
市町村又は都道府県の設置する
①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이 설
福祉事務所が第六条第一項の規
치하는 복지사무소가 제6조제1
定による通告を受けたときは、
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때에는
市町村又は福祉事務所の長は、
시정촌 또는 복지사무소의 장은
必要に応じ近隣住民、学校の教
필요에 따라 근린 주민, 학교
職員、児童福祉施設の職員その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他の者の協力を得つつ、当該児
그 밖의 사람의 협력을 얻고,
童との面会その他の当該児童の
해당 아동과의 면회, 그 밖의
安全の確認を行うための措置を
해당 아동의 안전의 확보를 위
講ずるとともに、必要に応じ次
한 조치를 강구하며, 필요에 따
に掲げる措置を採るものとする
라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一 児童福祉法第二十五条の七
1. 「아동복지법」 제25조의7
第一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項
제1항제1호나 제2항제1호
第一号又は第二十五条の八第
또는 제25조의8제1호에 따
一号の規定により当該児童を
라 해당 아동을 아동상담소
7

児童相談所に送致すること。
二 当該児童のうち次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出頭の求め及び
調査若しくは質問、第九条第
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り及び
調査若しくは質問又は児童福
祉法第三十三条第一項若しく
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一時保
護の実施が適当であると認め
るものを都道府県知事又は児
童相談所長へ通知すること。
２ 児童相談所が第六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る通告又は児童福祉法
第二十五条の七第一項第一号若
しくは第二項第一号若しくは第
二十五条の八第一号の規定によ
る送致を受けたときは、児童相
談所長は、必要に応じ近隣住民
、学校の教職員、児童福祉施設
の職員その他の者の協力を得つ
つ、当該児童との面会その他の
当該児童の安全の確認を行うた
めの措置を講ずるとともに、必
要に応じ次に掲げる措置を採る
ものとする。
一 児童福祉法第三十三条第一
項の規定により当該児童の一
時保護を行い、又は適当な者
に委託して、当該一時保護を
行わせること。
二 児童福祉法第二十六条第一
項第三号の規定により当該児
童のうち第六条第一項の規定

에 송치할 것
2. 해당 아동 중 제8조의2제1
항에 따른 출석 요구 및 조
사나 질문, 제9조제1항에 따
른 방문 및 조사나 질문 또
는 「아동복지법」 제33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일
시보호를 실시하는 것이 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도
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
소장에게 통지할 것
② 아동상담소가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고 또는 「아동복지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나 제2항
제1호나 제25조의8제1호에 따
른 송치를 받은 때에는 아동상
담소장은 필요에 따라 근린 주
민,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의 직원, 그 밖의 자의 협력을
얻고, 해당 아동과의 면회, 그
밖의 해당 아동의 안전의 확보
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필요
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아동복지법」 제33조제1
항에 따라 해당 아동을 일시
보호하거나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여 일시보호하게 할
것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1
항제3호에 따라 해당 아동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고
8

による通告を受けたものを市
町村に送致すること。
三 当該児童のうち児童福祉法
第二十五条の八第三号に規定
する保育の利用等（以下この
号において「保育の利用等」
という。）が適当であると認
めるものをその保育の利用等
に係る都道府県又は市町村の
長へ報告し、又は通知するこ
と。
四 当該児童のうち児童福祉法
第六条の三第二項に規定する
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同
条第三項に規定する子育て短
期支援事業、同条第五項に規
定する養育支援訪問事業、同
条第六項に規定する地域子育
て支援拠点事業、同条第十四
項に規定する子育て援助活動
支援事業、子ども・子育て支
援法（平成二十四年法律第六
十五号）第五十九条第一号に
掲げる事業その他市町村が実
施する児童の健全な育成に資
する事業の実施が適当である
と認めるものをその事業の実
施に係る市町村の長へ通知す
ること。

를 받은 자를 시정촌에 송치
할 것
3. 해당 아동 중 「아동복지
법」 제25조의8제3호에 따
른 보육의 이용 등(이하 이
호에서 “보육의 이용 등”이
라 한다)이 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아동을 그와 관련된 도
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장에
게 보고하거나 통지할 것
4. 해당 아동 중 「아동복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아
단기지원사업, 같은 조 제5
항에 따른 양육지원방문사
업,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육아지원
활동지원사업, 「아동·육아지
원법」(평성24<2012>년
법률 제65호) 제59조제1호
의 사업, 그 밖에 시정촌이
실시하는 아동의 건전한 육
성에 이바지하는 사업의 실
시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그 사업의 실시와 관련
된 시정촌의 장에게 통지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 시

３ 前二項の児童の安全の確認を
行うための措置、市町村若しく
9

は児童相談所への送致又は一時
保護を行う者は、速やかにこれ
を行うものとする。

정촌이나 아동상담소 송치 또는
일시보호를 하는 자는 신속히
이를 이행한다.

第八条の二（出頭要求等）
제8조의2(출석요구 등)
都道府県知事は、児童虐待が行
① 도도부현 지사는 아동학대의
われてい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るときは、当該児童の保護者に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아
対し、当該児童を同伴して出頭
동과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아
することを求め、児童委員又は
동위원 또는 아동의 복지에 관
児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事
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する職員をして、必要な調査又
하여금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
は質問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身分
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を証明する証票を携帯させ、関
휴대하도록 하고 관계자의 요청
係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
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
れを提示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록 하여야 한다.
。
２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에
により当該児童の保護者の出頭
따라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출
を求めようとするときは、厚生
석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후생노
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当該保護者に対し、出頭を求
해당 보호자에게 출석요구사유
める理由となった事実の内容、
의 내용, 출석요구일시 및 장
出頭を求める日時及び場所、同
소, 동반하여야 하는 아동의 성
伴すべき児童の氏名その他必要
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
な事項を記載した書面により告
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다.
３ 都道府県知事は、第一項の保
③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護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出頭の
보호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求めに応じない場合は、次条第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一項の規定による児童委員又は
에 따른 아동위원 또는 아동의
児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事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する職員の立入り及び調査又は
직원의 방문 및 조사 또는 질
10

質問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講ず
るものとする。

문,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한다.

第九条（立入調査等）
제9조(방문조사 등)
都道府県知事は、児童虐待が行
① 도도부현 지사는 아동학대의
われてい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るときは、児童委員又は児童の
아동위원 또는 아동의 복지에
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事する職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員をして、児童の住所又は居所
하여금 아동의 주소 또는 거소
に立ち入り、必要な調査又は質
에 방문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問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場合においては、その身分を証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明する証票を携帯させ、関係者
증표를 휴대하도록 하고 관계자
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
提示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２ 前項の規定による児童委員又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위원 또
は児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
는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事する職員の立入り及び調査又
종사하는 직원의 방문 및 조사
は質問は、児童福祉法第二十九
또는 질문은 「아동복지법」 제
条の規定による児童委員又は児
29조에 따른 아동위원 또는 아
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事す
동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
る職員の立入り及び調査又は質
하는 직원의 방문 및 조사 또는
問とみなして、同法第六十一条
질문으로 보아 같은 법 제61조
の五の規定を適用する。
의5를 적용한다.
第九条の二（再出頭要求等）
都道府県知事は、第八条の二第
一項の保護者又は前条第一項の
児童の保護者が正当な理由なく
同項の規定による児童委員又は
児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事
する職員の立入り又は調査を拒
み、妨げ、又は忌避した場合に
おいて、児童虐待が行われてい
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제9조의2(재출석 요구 등)
① 도도부현 지사는 제8조의2
제1항의 보호자 또는 제9조제1
항의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위원 또는 아동
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
는 직원의 방문 또는 조사를 거
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해당 보호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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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該保護者に対し、当該児童
を同伴して出頭することを求め
、児童委員又は児童の福祉に関
する事務に従事する職員をして
、必要な調査又は質問をさせる
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
ては、その身分を証明する証票
を携帯させ、関係者の請求があ
ったときは、これを提示させな
ければならない。
２ 第八条の二第二項の規定は、
前項の規定による出頭の求めに
ついて準用する。
第九条の三（臨検、捜索等）
都道府県知事は、第八条の二第
一項の保護者又は第九条第一項
の児童の保護者が正当な理由な
く同項の規定による児童委員又
は児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
事する職員の立入り又は調査を
拒み、妨げ、又は忌避した場合
において、児童虐待が行われて
いる疑いがあるときは、当該児
童の安全の確認を行い、又はそ
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児童の
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事する職
員をして、当該児童の住所又は
居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
判所、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
所の裁判官があらかじめ発する
許可状により、当該児童の住所
若しくは居所に臨検させ、又は
当該児童を捜索させることがで
きる。

아동과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아동위원 또는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
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를 휴대하게 하고 관계자의 요
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준용
한다.
제9조의3(현장 검증, 수색 등)
① 도도부현 지사는 제8조의2
제1항의 보호자 또는 제9조제1
항의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위원 또는 아동
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
는 직원의 방문 또는 조사를 거
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
동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
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아
동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가정
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
관이 미리 발부한 허가장에 따
라 해당 아동의 주소나 거소를
현장 검증하도록 하거나 해당
아동을 수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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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
による臨検又は捜索をさせると
きは、児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
に従事する職員をして、必要な
調査又は質問をさせることがで
きる。
３ 都道府県知事は、第一項の許
可状（以下「許可状」という
。）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は
、児童虐待が行われている疑い
があると認められる資料、臨検
させようとする住所又は居所に
当該児童が現在すると認められ
る資料及び当該児童の保護者が
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
り又は調査を拒み、妨げ、又は
忌避したことを証する資料を提
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 前項の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
いては、地方裁判所、家庭裁判
所又は簡易裁判所の裁判官は、
臨検すべき場所又は捜索すべき
児童の氏名並びに有効期間、そ
の期間経過後は執行に着手する
ことができずこれを返還しなけ
ればならない旨、交付の年月日
及び裁判所名を記載し、自己の
記名押印した許可状を都道府県
知事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５ 都道府県知事は、許可状を児
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事す
る職員に交付して、第一項の規
定による臨検又は捜索をさせる
ものとする。

②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에 따
른 현장 검증 또는 수색을 하도
록 하는 때에는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
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의 허
가장(이하 “허가장”이라 한다)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료, 현장 검증하려는 주소 또는
거소에 해당 아동이 거주한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그 아동의 보
호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방
문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
는 기피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에는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현
장 검증하여야 하는 장소 또는
수색하여야 하는 아동의 성명
및 유효기간, 그 기간 경과 후
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교부 연월일 및 재판소명을 기
재하고 기명날인한 허가장을 도
도부현 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⑤ 도도부현 지사는 허가장을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
사하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제1
항에 따른 현장 검증 또는 수색
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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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第一項の規定による臨検又は
捜索に係る制度は、児童虐待が
保護者がその監護する児童に対
して行うものであるために他人
から認知されること及び児童が
その被害から自ら逃れることが
困難である等の特別の事情から
児童の生命又は身体に重大な危
険を生じさせるおそれがあるこ
とにかんがみ特に設けられたも
のであることを十分に踏まえた
上で、適切に運用されなければ
ならない。

⑥ 제1항에 따른 현장 검증 또
는 수색과 관련된 제도는 아동
학대가 보호자가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지 및 아동이 그 피해
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특
별한 사정으로 아동의 생명 또
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
어 특별히 설치된 것임을 충분
히 고려하여 적절히 운용되어야
한다.

第九条の四（臨検又は捜索の夜間 제9조의4(현장 검증 또는 수색의
執行の制限）
야간집행제한)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臨検又
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
は捜索は、許可状に夜間でもす
검증 또는 수색은 허가장에 야
ることができる旨の記載がなけ
간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
れば、日没から日の出までの間
재가 없으면 일몰부터 일출 사
には、してはならない。
이에는 해서는 아니된다.
２ 日没前に開始した前条第一項
② 일몰 전 개시한 제9조의3제
の規定による臨検又は捜索は、
1항에 따른 현장 검증 또는 수
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日
색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没後まで継続することができる
일몰 후까지 계속할 수 있다.
。
第九条の五（許可状の提示）
第九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
臨検又は捜索の許可状は、これ
らの処分を受ける者に提示しな
ければならない。

제9조의5(허가장의 제시)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 검
증 또는 수색의 허가장은 처분
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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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条の六（身分の証明）
児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事
する職員は、第九条の三第一項
の規定による臨検若しくは捜索
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調
査若しくは質問（以下「臨検
等」という。）をするときは、
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し、
関係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
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9조의6(신분의 증명)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
사하는 직원은 제9조의3제1항
에 따른 현장 검증이나 수색 또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나 질문(이하 “현장 검증 등”이
라 한다)을 할 때에는 그 신분
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九条の七（臨検又は捜索に際し
ての必要な処分）
児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事
する職員は、第九条の三第一項
の規定による臨検又は捜索をす
るに当たって必要があるときは
、錠をはずし、その他必要な処
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9조의7(현장 검증 또는 수색
시 필요한 처분)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
사하는 직원은 제9조의3제1항
에 따른 현장 검증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잠
금장치를 풀고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九条の八（臨検等をする間の出
入りの禁止）
児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事
する職員は、臨検等をする間は
、何人に対しても、許可を受け
ないでその場所に出入りするこ
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제9조의8(현장 검증 등을 하는
동안의 출입 금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
사하는 직원은 현장 검증 등을
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든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출
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第九条の九（責任者等の立会い）
児童の福祉に関する事務に従事
する職員は、第九条の三第一項
の規定による臨検又は捜索をす
るときは、当該児童の住所若し
くは居所の所有者若しくは管理

제9조의9(책임자 등의 입회)
①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제9조의3제1
항에 따른 현장 검증 또는 수색
을 할 때에는 그 아동의 주소나
거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이들의
15

者（これらの者の代表者、代理
人その他これらの者に代わるべ
き者を含む。）又は同居の親族
で成年に達した者を立ち会わせ
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に
規定する者を立ち会わせること
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隣人で
成年に達した者又はその地の地
方公共団体の職員を立ち会わせ
なければならない。

대표자, 대리인, 그 밖에 이들
을 대신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
한다) 또는 동거 중인 친족으로
서 성년에 달한 자를 참관시켜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를 참관시
길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웃 중
에서 성년에 달한 자 또는 그
밖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
관시켜야 한다.

第十条（警察署長に対する援助要 제10조(경찰서장에 대한 원조 요
請等）
청 등)
児童相談所長は、第八条第二項
① 아동상담소장은 제8조제2항
の児童の安全の確認を行おうと
의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する場合、又は同項第一号の一
경우 또는 같은 항 제1호의 일
時保護を行おうとし、若しくは
시보호를 하려고 하거나 하도록
行わせ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
하려는 경우에 이 직무의 집행
、これらの職務の執行に際し必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
해당 아동의 주소 또는 거소의
児童の住所又は居所の所在地を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管轄する警察署長に対し援助を
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
求めることができる。都道府県
도부현 지사가 제9조제1항에
知事が、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
따른 방문 및 조사나 질문을 하
よる立入り及び調査若しくは質
도록 하거나 현장 검증 등을 하
問をさせ、又は臨検等をさせよ
도록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うとする場合についても、同様
とする。
２ 児童相談所長又は都道府県知
② 아동상담소장 또는 도도부현
事は、児童の安全の確認及び安
지사는 아동의 안전 확인 및 안
全の確保に万全を期する観点か
전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측
ら、必要に応じ迅速かつ適切に
면에서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前項の規定により警察署長に
적절하게 제1항에 따라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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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し援助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
い。
３ 警察署長は、第一項の規定に
よる援助の求めを受けた場合に
おいて、児童の生命又は身体の
安全を確認し、又は確保するた
め必要と認めるときは、速やか
に、所属の警察官に、同項の職
務の執行を援助するために必要
な警察官職務執行法（昭和二十
三年法律第百三十六号）その他
の法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措
置を講じさせるよう努めなけれ
ばならない。

장에게 원조를 요청하여야 한
다.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아
동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소속 경찰관에게 같은 항의 직
무의 집행을 원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소화23<1948>년 법률 제136
호),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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