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가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해서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지킵시다. 

당신이「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라도 아이의 마음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의이면 그것은「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당신」의 입장이 아니고、「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채로운 매력이 

넘치는 

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사이타마현교육위원회 
이 자료는「사이타마현 학대금지 조례」에 근거하고, 사이타마시·사이타마시교육위원회와 협력해서 작성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는… 

 「아동학대」이란・・・・・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는 양육자가, 아동의 마음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고,   

성장이나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보호의 태만·거부(니글렉트) 성적 학대 

●때리거나 차는 등의 폭력  

●집 밖으로 내쫓는 행위 등 

등●戸外に閉め出す など 

 

●아이 앞에서 폭력, 폭언을 하는 행위 

●무시나 거부적인 태도를 취한다. 등 

●병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적절한 식사를 주지 않는 행위 등 
 

●성적폭행,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등을 강제적으로 보이는 행위 등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기분이나,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역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사이타마현의 「아동학대」의 현상에 대해서

아동상담서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수 
주된 학대자 

증가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5,383 

7,028 

8,387 

11,639 

13,393 （건수）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다고는・・ 

 ·. 

「헤이세이 29 년도의 현내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통고등의 상황에 대해서」 (사이타마현 아동안전과 조사) 

친모 
(친어머니) 

47.0% 

친부 

(친아버지) 

41.7% 

친부 이외의 

보호자(계부)5.0% 

친모 이외의  

보호자(계모)0.5% 
그외 

5.8% 



  

 

 육아를 하는 보호자 여러분에게 

 육아는 부모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부모들은 육아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우리 아이는 할 수 않

을까? 

 

형제자매 간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 아이를 귀엽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육아의 고민을 이야기해 보지 않겠습니까? 

전화나 직접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육아의 불안이나 고민이 있으면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소는 다음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기관『아동상담소나 지방자치단체 

(시정촌)』에 연락, 상담해 주십시오..  

 
□ 타박에 의한 멍, 화상등의 상처가 있다.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언어,행동이 보인다. 

□ 얼굴이나 머리털, 수족, 입안이 불결하다. 

□ 장시간, 아이가 집에 방치되어 있다. 

□ 얼굴 표정이 없거나 기운이 없다.  등 

 

 

보호자의 

SOS 
사인

아이의 

SOS 
사인 

 

당신의 관심과 행동이,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지킵니다. 

子供への叱り方が異常である 

□ 아이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이에게 차가운 태도를 취한다. 

□ 아이를 꾸짖는 모습이 이상하다. 

□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밀착하거나, 완전히 방임한다. 

□ 방이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다. 

□ 배우자로부터 폭력(DV)을 당해서 마음 속에 상처가 남아 있다. 등 

 

왜 우리 아이는  말을 

듣지 않을까? 

 

 



 

 

시정촌 과소 전화번호 시정촌 과소 전화번호 

가와고에시 어린이가정과 049－224－5821 하 스 다 시 어린이지원과 048－768－3111 

구마가야시 어린이과 048－524－1111 사 카 도 시 육아지원과 049－283－1331 

가와구치시 육아상담과 048－259－9005 삿 테 시 어린이지원과 0480－42－8454 

교 다 시 어린이미래과 048－556－1111 쓰루가시마시 어린이지원과 049－271－1111 

지 치 부 시 사회복지과 0494－25－5204 히 다 카 시 육아응원과 042－989－2111 

도코로자와시 어린이지원과 04－2998－9129 요시카와시 육아지원과 048－982－5111 

한 노 시 육아지원과 042－978－5627 후지미노시 육아지원과 049－262－9034 

가 조 시 육아지원과 0480－62－1510 시라오카시 육아지원과 0480－92－1111 

혼 조 시 육아지원과 0495－25－1143 이 나 마 치 육아지원과 048－721－2111 

히가시마쓰야마시 육아지원과 0493－63－5005 미요시마치 어린이지원과 049－258－0019 

가스카베시 어린이상담과 048－736－1111 모로야마마치 어린이과 049－295－2112 

사 야 마 시 어린이지원과 04－2953－1111 오고세마치 육아지원과 049－292－3121 

하 뉴 시 육아지원과 048－561－1121 나메카와마치 건강복지과 0493－56－2211 

고 노 스 시 육아지원과 048－541－1894 란 잔 마 치 복지과 0493－62－0716 

후 카 야 시 어린이청소년과 048－551－4410 오가와마치 육아지원과 0493－81－6181 

아 게 오 시 어린이가정종합지원센터 048－783－4964 가와지마마치 육아지원과 049－299－1765 

소 카 시 육아지원센터 048－941－6791 요시미마치 육아지원과 0493－63－5014 

고시가야시 어린이복지과 048－963－9319 하토야마마치 초민건강과 049－296－2530 

와 라 비 시 아동복지과 048－433－7757 도키가와마치 복지과 0493－65－0813 

도 다 시 어린이가정지원실 048－299－2816 요코제마치 육아지원과 0494－25－0110 

이 루 마 시 어린이지원과 04－2964－1111 미나노마치 건강어린이과 0494－62－1288 

아 사 카 시 어린이미래과 048－463－0364 나가토로마치 건강복지과 0494－66－3111 

시 키 시  어린이지원과 048－473－1111 오가노마치 주민생활과 0494－75－4101 

와 코 시 지역포괄케아과 048－424－9124 히가시치치부무라 주민복지과 0493－82－1226 

니 이 자 시 어린이지원과 048－424－9161 미사토마치 복지과 0495－76－5132 

오케가와시 어린이미래과 048－788－4946 가미카와마치 초민복지과 0495－77－2112 

구 키 시 어린이미래과 0480－22－1111 가미사토마치  육아공생과 0495－35－1236 

기타모토시 육아지원과 048－511－7702 요리이마치 육아지원과 048－581－2121 

야 시 오 시 육아지원과 048－996－2111 미야시로마치 육아지원과 0480－38－6264 

후 지 미 시 어린이미래응원센터 049－252－3773 스기토마치 육아지원과 0480－33－1111 

미 사 토 시 어린이지원과 048－930－7780 마쓰부시마치 스코야카육아과 048－991－1876 

아동상담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중앙아동상담소 048－775－4152 고노스시, 아게오시, 오케가와시, 구키시, 기타모토시, 하스다시, 시라오카시, 이나마치 

미나미 아동상담소 048－262－4152 가와구치시, 와라비시, 도다시 

가와고에 아동상담소 049－223－4152 
가와고에시, 히가시마쓰야마시,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사카도시, 쓰루가시마시, 히다카시, 

미요시마치, 모로야마마치, 오고세마치, 나메카와마치, 란잔마치, 오가와마치, 도키가와마치, 

가와지마마치, 요시미마치, 하토야마마치, 히가시치치부무라 

도코로자와 아동상담소 04－2992－4152 도코로자와시, 한노시, 사야마시, 이루마시, 아사카시, 시키시, 와코시, 니이자시 

구마가야 아동상담소 048－521－4152 
구마가야시, 교다시, 지치부시, 가조시, 혼조시, 하뉴시, 후카야시, 요코제마치, 미나노마치, 

나가토로마치, 오가노마치, 미사토마치, 가미카와마치, 가미사토마치, 요리이마치  

고시가야 아동상담소 048－975－4152 가스카베시, 고시가야시, 삿테시, 미야시로마치, 스기토마치, 마쓰부시마치 

소카 아동상담소 048－920－4152 소카시, 야시오시, 미사토시, 요시카와시 

사이타마시 북부 아동상담실 048－711－3917 사이타마시（니시구, 기타구, 오미야구, 미누마구, 이와쓰키구） 

사이타마시 북부 아동상담실 048－711－2489 사이타마시（주오구, 사쿠라구, 우라와구, 미나미구, 미도리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으면, 

당신이 아이의 육아에 고민하면,  

육아에 고민하는 보호자가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아동상담소 전국공통 다이얼 사이타마현 학대통보 다이얼 

１８９ ＃７１７１ 
※ 

학대통고나 긴급상담의 경우는「아동상담소 전국공통 다이얼」, 「사이타마현 학대통보 다이얼」에 연락해 주십시오. 

현내 지방자치단체(시정촌)아동상담 담당과소의 연락처 2021 년 4 월 1 일 현재

 

사이타마현의 마스코트 

「코바톤」 

 

 현내 아동상담소 일람

사이타마현의 마스코트 

 「사이타맛치」 
 

2018년(헤이세이30년) 4월1일부터「사이타마현 학대금지조례」가 시행되

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현의 홈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埼玉県虐待禁止条例 検索 

※「사이타마현 학대통보 다이얼」은, 아동학대, 고령자학대, 상해자학대의 통보나 상담등을 일괄해서 받는 전화 상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