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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출구

세이난

초등학교

세이난 유치원세이난 유치원

오모테산도

미나미아오야마 5 미나미아오야마 6

네즈미술관 앞

B3 출구

B1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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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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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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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난 쇼각코」

치이버스

「세이난 쇼각코」

치이버스

「미나미아오야마 로쿠쵸메」

치이버스

「미나미아오야마 로쿠쵸메」

도에이 버스

「미나미아오야마 로쿠쵸메」

도에이 버스

「미나미아오야마 로쿠쵸메」

●시설 외관

●아동상담소·연락처

●오시는 길

●아동상담소 운영시간

아동상담소는

어떤 곳인가요?

〒 107-0062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5-7-11
(미나토구 어린이 가정종합지원센터)

지하철 도쿄 메트로 긴자선·한조몬선·치요다선

 오모테산도역 B3 출구 도보 3분

버스 도에이버스  시부88(渋88)

치이버스 아오야마 루트

치이버스 아오야마 루트

「미나미아오야마 로쿠쵸메」하차 4분

「미나미아오야마 로쿠쵸메」하차 6분

「세이난 쇼각코」하차 6분

8:30~18:00(토·일·공휴일·12/29 ~ 1/3 제외）

아 동 상 담 소

어 린 이  가 정 지 원 센 터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 등을 바탕으로

세워진 아이와 양육자 등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입니다.

임신 시기부터 아이의 자립까지

아이와 관련된 문제 등을

언제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

 개
소

미나토구 홈페이지 URL

https://www.city.minato.tokyo.jp/

미나토구 아동상담소
홈페이지

혹시 아동학대? 의심될 때는 

아동상담소에 신고해주세요!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미나토구 아동학대 상담 핫라인 ◆

(24시간 대응)

☎0120-483-710(무료)

◆ 아동상담소 전국 공통 핫라인 ◆

(24시간 대응)

☎189(무료)

(가까운 아동상담소로 연결됩니다)

2022년 3년 3월 발행 간행물 발행 번호 2021252-4911

미나토구 어린이 가정종합지원센터

위탁가정부모 상담 핫라인

☎03-5962-6505

미나토구 어린이가정 상담 핫라인

☎03-5962-7215

대 표
☎03-5962-6500　　03-5962-6509

https://www.city.minato.tokyo.jp/


아동상담소에서는 아동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학교 및 가족, 생활로 힘드신가요?

● 매일 아침 배, 머리가 아프고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면 괴롭다

● 친구들이 괴롭힌다, 왕따를 당하고 있다

● 친구가 문제를 안고 있어 걱정이 된다(절도, 가출 등)

●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 형제와 차별당하고 있다, 

‘낳지 말 걸 그랬다’ 등의 말을 들어 힘들다

● 집에 가고 싶지 않다 등

육아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 짜증이 나서 아이를 때리게 된다

● 문제 행동(가출 등) 및 법에 저촉되는 행위(폭력, 절도 등)

● 지병 등의 사정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다

● 아동학대가 걱정되는 가정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등

아이의 발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 발달 및 언어 발달 지연

● 요육 수첩(사랑의 수첩) 판정 등

위탁가정부모가 되어주세요

부모의 지병 및 사망, 학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탁가정부모

(사토오야)는 이러한 아이들의 맞아들여 따뜻한 가정 속에서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상담소에서는 양육에 

관한 연수 실시 및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위탁가정부모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되는 아동의 연령은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양육 기간은 며칠, 수 주간 등 일시적인 양육에서 몇년에 

걸친 장기간까지 아동의 상황과 위탁가정부모 측의 조건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위탁가정부모가 되어주세요. 

아동상담소에서는 양자결연 또는 특별양자결연으로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께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전문가가 아이 한명 한명의 상담내용에

맞는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심리사

의 사변호사

보건사

아동복지사

위탁가정부모 담당
아동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