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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のような相談機関もあります
［18歳未満のこどもに関する専門相談］
養育・虐待・不登校・いじめ・非行・里親などについての相談

横浜市中央児童相談所

住所：南区浦舟町3-44-2
℡：045-260-6510

［児童虐待に関すること］
よこはま子ども虐待ホットライン

24時間フリーダイヤル（無料）
℡：0120-805-240

［こどもの発達に関すること］
幼児・児童生徒のための発達や教育全般についての相談

横浜市中部地域療育センター

住所：南区清水ケ丘49
℡：045-253-0358

横浜市特別支援教育総合センター

住所：保土ケ谷区仏向町845-2
℡：045-336-6020

다음과 같은 상담 기관도 있습니다.

横浜市教育総合相談センター

양육, 학대, 등교거부, 집단 따돌림, 비행, 양부모에 대한 상담
みなみ く うらふねちょう

주소：미나미구 우라후네초（ 南 区浦舟 町 ）3-44-2
전화：045-260-6510

요코하마 어린이 학대 핫라인

●월요일~금요일 (경축일, 연말연시 제외)
●8시45분~17시 (12:00~13:00 제외)

［어린이 발달에 관한 것］
요코하마시 중부 지역 요육 센터
みなみ く

し みず が おか

주소：미나미구 시미즈가오카（ 南 区清水ケ丘）49
전화：045-253-0358

요코하마시 특별 지원 교육 종합 센터
ほ

ど が

초등학생의 등교거부, 대인관계, 학습, 진로, 성희롱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상담.

요코하마시 교육 종합 상담 센터

주소：미나미구 우라후네추（ 南 区浦舟 町 ）3-44-2 4F
전화：045-260-6615

おおむね15〜39歳までの青少年の不登校、ひきこもりなど、
さまざまな問題に関する相談

대략 15～39 세의 청소년의 등교거부, 히키코모리 등의 여러가지
문제에 관한 상담.

℡：045-641-0045又は0120-45-7867
いじめ・体罰など、こどもの人権についての相談

子どもの人権110番

℡：0120-007-110

［夫やパートナーからの暴力などに関する相談］
横浜市DV相談支援センター

℡：045-865-2040（第4木曜・年末年始を除く）
月〜金曜日
9：30〜20：00
土曜・日曜・祝日 9：30〜16：00
℡：045-671-4275（祝日・年末年始を除く）
月〜金曜日
9：30〜12：00
13：00〜16：30

月〜金曜日(祝日、年末年始を除く)
8：45〜17：00（１２：００〜１３：００を除く）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복지보건 센터 어린이 가정 지원과
〒232-0024ㅤ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쵸 2-33
FAX 045-341-1145

みなみ く うらふねちょう

요코하마 동부 유스 프라자
く つる み ちゅうおう

주소：츠루미구 츠루미쥬오（ 鶴見区鶴見中央)3-23-8
전화：045-642-7001
비행, 집단 따돌림, 범죄피해 등에 관한 상담

가나가와현 경찰 청소년 상담ㆍ보호센터
전화：045-641-0045 또는 0120-45-7867
집단 따돌림, 체벌, 어린이 인권에 관한 상담

어린이의 인권110번
전화：0120-007-110

［남편 또는 동거인에 의한 폭력 등의 관한 상담］

←가미오오카역

横浜市南福祉保健センター こども家庭支援課
〒232-0024 横浜市南区浦舟町2-33
FAX 045-341-1145
←上大岡

요코하마→

Ｎ

칸나이→

지하철 반도바시역

京急 黄金町駅

横浜→

미나미요시다초등학교

Ｎ

시다이센터병원

미나미구종합청사

関内→

←上大岡

地下鉄 阪東橋駅
南吉田小学校

市大センター病院

気になったらまず話してみませんか？
こどものことで心配なこと、誰かに相談したいと
思っていること・・・
ひとりで悩む前に、まずは「子ども・家庭支援相
談」へお電話ください。
乳幼児から学童期・思春期(0歳児から18歳)まで幅広
く相談に応じます。
いろいろな専門機関等の情報を提供します。
教育相談員、 学校カウンセラー、 保育士、 保健師がい
っしょに考えます。
児童虐待が疑われる時の相談にも応じます。

요코하마시 DV 상담 지원 센터
전화 : 045-865-2040 (제4목요일·연말연시 제외)
ㅤㅤㅤ월요일~금요일
9:30~20:00
ㅤㅤㅤ토요일·일요일·경축일ㅤ 9:30~16:00
전화：045-671-4275 (경축일·연말연시 제외)
ㅤㅤㅤ월요일~금요일
9:30~12:00、13:00~16:30

케이큐 고가네초역

←가미오오카역

南区総合庁舎

요코하마시 청소년 상담 센터

つる み

（南区役所２階25番窓口）

や く ぶっこうちょう

주소：호도가야구 붓코초（保土ケ谷区仏向 町 ）845-2
전화：045-336-6020

住所：南区浦舟町3-44-2 4階
℡：045-260-6615

神奈川県警察少年相談・保護センター

전화 045-341-1153

유아, 아동을 위한 발달이나 교육 전반에 대한 상담

대략 15～39 세의 집단 따돌림, 등교거부, 히키코모리, 사춘기의
고민 등에 관한 상담.

非行問題・いじめ・犯罪被害などについての相談

(미나미 구청 2층, 25번 창구)

24시간 프리다이얼(무료)
전화：0120-805-240

おおむね15〜39歳までのいじめ・不登校・ひきこもり・思春
期の悩みなどについての相談

よこはま東部ユースプラザ

어린이 · 가정 지원 상담

［아동학대에 관한 것］

일반 교육 상담(전화상담)
전화：045-671-3726

住所：鶴見区鶴見中央3-23-8
℡：045-642-7001

영유아기부터 사춘기까지의 육아에 관한
상담창구입니다.

요코하마시 중앙 아동 상담소

一般教育電話相談
℡：045-671-3726

横浜市青少年相談センター

미나미 어린이 상담

［18세 미만의 자녀에 관한 전문상담］

［いじめや不登校、非行に関すること］ ［집단 따돌림이나 등교거부, 비행에 관한 것 ］
小中学生の不登校・友人関係・学習・進路・セクシャルハラス
メントなど教育に関わる相談

보존판 2020년 3월 발행

・離乳食を食べない
・おっぱいを飲まない
・夜泣きをする
・おちつきがない
・言葉が遅い
・友だちと遊べない
・幼稚園や保育園へ行きたがらない
・イライラして手をあげてしまいそう

자녀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에게 상담하고 싶다면
먼저 이야기해 보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고민하기 전에 먼저「어린이·가정 지원 상담」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영유아기부터 아동기·사춘기(0~18세)까지 폭넓게 상담
가능합니다.
여러 전문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상담원, 학교 카운셀러, 보육사, 보건사가 같이 고민
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도 상담 가능합니다.

영유아기 상담의 예
이유식을 안 먹는다.
젖을 안 먹는다.
밤에 운다.
침착하지 못 하다.
말이 늦다.
친구를 사귀지 못 한다.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가기 싫어 한다.
짜증이 나서 때리고 싶을 때도 있다.

小学生になると
・お友だちとなかよくしてほしいけど・・・
・いじめられているようで心配
・学校へ行きたがらない
・おちつきがない
・親の言うことをきかない
・勉強がわからないようだ
・こどもをかわいいと思えない
・放課後、こどもが過ごせる場
所を知りたい

中学生から思春期では
・部活のことや友だち関係で悩んでいる
・登校をしぶり始めている、不登校が心配
・言葉遣いが悪くなり、夜も遅く帰宅
するようになった
・学校や進路について気になっている

東部ユースプラザによる
困難を抱える若者の専門相談
おおむね15〜39歳までの方とそのご家族を対象に、若者の
自立支援を行っている地域ユースプラザの職員が、区役所で
相談をお受けします
（☎045-341-1153への事前予約制）。

초등학생 상담의 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
주의가 산만하다.
말을 듣지 않는다.
공부를 못한다.
귀엽다는 생각이 안 든다.
방과 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알고 싶다.

중학생부터(사춘기) 상담의 예
클럽활동이나 친구관계로 고민하고 있다.
등교를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말투가 난폭해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학교나 진로에 대해 걱정이 된다.

「동부유스프라자」 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상담
15~39 세의 청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청년의 자립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유스프라자」 의 직원이 구청에서 상담 접수를 받습니다.
(전화 : 045-341-1153 /사전예약제)

相談の流れ
相談の方法は、
電 話 相 談 と 面 接 相 談 があります。
相談は無料です。秘密は厳守します。
電話相談
こどものことで聞いてほしいのですが？

상담순서
상담 방법은

区内の乳幼児の子育て支援機関紹介

［시립보육원의 육아 상담］

［市立保育園の子育て相談］
育児相談・育児講座・交流保育・園庭開放
など地域の子育て応援をしています。詳しく
は各園へお問合せください。
保育園名

所在地

電話番号

육아상담, 육아강좌, 교류보육, 원 개방 등 지역의
육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육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육원명

주소
나카무라쵸（中村 町 ）4-270

045-231-5067

미하루다이
보육원

미하루다이（三春台）107

045-714-1371

나가타 보육원

中村町4-270

045-251-4385

三春台保育園

三春台107

永田保育園

永田みなみ台5-1

井土ケ谷保育園

井土ケ谷下町13-17

045-715-0198

（育児支援専用）

［子育て支援者相談（ママと子のホッとタイム）］
先輩ママの子育て支援者による相談ができ
ます。

이도가야 보육원

(육아 지원 센터 원)

나가타 미나미다이
なが た

［육아 지원자 상담(엄마와 아이의 안심 시간) ］
선배 엄마(육아 지원자)에 의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소

お伺いして相談したいのですが・・・

まずはお電話で日時をご予約ください。

（※9：30〜11：30）

우선 전화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 주십시오.

☎045-341-1153

전화045-341-1153

子ども・家庭支援相談

어린이 · 가정 지원 상담

通訳が必要な方はこちらにご相談ください

みなみ市民活動・多文化共生ラウンジ
住所：南区浦舟町3-46(浦舟複合福祉施設10階）

℡：045-242-0888（外国語対応）
℡：045-232-9544（日本語）
★みなみこども相談のチラシは、英語・中国語・韓国語・
タガログ語の4か国対応版があります。

永田みなみ台公園 こどもログハウス 永田みなみ台４

※(9 시30분～11 시30분)

べっしょ

벳쇼（別所）3-4-1

매주 목요일

나카무라쵸

매주 화요일

なかむらちょう

（中村 町 ）
4-270
なが た だい

나가타다이（永田台）45-1

매주 수요일

むつみちょう

무츠미（ 睦 町 ）1-25

매주 수요일

나가타 미나미다이 공원 나가타 미나미다이
なが た
だい
어린이 로그 하우스
(永田みなみ台)4

매주 화요일

［미나미구 지역 육아 지원 거점］

미나미 시민 활동·다문화 공생 라운지

き

みなみ く うらふねちょう

주소：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南 区浦舟 町 ）3-46
(우라후네 복합시설10F)

★미나미 아동 상담의 전단지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ㅤ4개 국어로 발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みなみおお た

개관시간 ※이외는10 시～12 시(예약 불필요)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로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ㅤ045-242-0888 (외국어 대응)
전화ㅤ045-232-9544 (일본어)

매주 화요일

（ 南 太田）
2-32-1

무츠미 커뮤니티 하우스

原則毎週火曜日

매주 월요일

む つ かわ

（六ツ川）2-3-211

미나미 오타

나가타다이 지구 센터

방문해서 상담합니다.

무츠가와

おおおか

벳쇼 커뮤니티 하우스

면 접 상 담

일정

오오카（大岡）1-14-1

나카무라 지구 센터

面接相談

(육아 지원 전용)

（井土ケ谷下町）13-17

오오카 지구센터

상담자의 이름이나 밝히고 싶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045-715-0198

い ど が や しもまち

※(9 시45 분～11 시45분)

전 화 상 담

045-714-1371

だい

이도가야 시모초

무츠가와 지역 케어
플라자

자녀의 일로 상담 하시겠습니까?

045-231-5067

（永田みなみ台）5-1

회장

전 화 상 담 과 면 접 상 담 이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비밀은 엄수합니다.

045-251-4385

み はるだい

미나미 센터

お名前やご都合の悪いことは言わなくても
何でもお気軽にご相談ください。

전화번호

なかむらちょう

시로바라 보육원

しろばら保育園

（育児支援センター園）

구내의 영유아 육아 지원 기관 소개

하구하구노키 (はぐはぐの樹)
ぐ みょう じ ちょう

TEL：045-721-8686

か

る

む

주소：구묘지추（弘 明 寺 町 ）158 카르므（カルム）Ⅰ ２층
전화：045-721-8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