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만드는 미나토구의 남녀평등 참여를 위한 정보지

일・생활・밸런스 특집호
OASIS 별책（보존판）

미나토 구민 여러분의 일, 육아, 개호, 지역과 개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미나토구의 대응책 등을 소개합니다.

미나토구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여러분,
일과 육아의 양립을 생각하는 여러분,
가족을 개호하는 여러분,
기업 경영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왜

일・생활・밸러스？

「일・생활・밸런스（일과 생활의 조화）가 실현된
사회란・・・
일과 생활의 조화가 실현된 사회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일하고, 업무상의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가정과 지역 생활에서 육아기, 중・장년층기
등 인생의 각 단계에 맞춰 다양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유
사회」입니다.
「일과 생활의 조화（일・생활・밸런스）헌장」발췌

２
３

３
４

페이지

미나토구의

생활

페이지

미나토구의

공공기관의 창구,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진단,

출생신고, 유아원, 유치원, 구립 초・중학교, 병아・병후아

생활보호제도, 개호보험 등, 일상생활과 관계 깊은

보육실, 학동클럽 등, 출생부터 약 18 세까지의 자녀의

정보를 게재하였습니다.

생활과 관계 깊은 정보를 게재하였습니다.

５

페이지

미나토구에서

일・

６

페이지

미나토구에서
스포츠 시설, 구민센터, 생애학습센터, 이키이키

헬로워크 시나가와, 창업과 벤처, 미나토

플라자, 자원봉사 활동 등, 일상의 다양한 활동과

근로복지회관, 일・생활・밸런스 추진 가이드 북 등,

관계 깊은 정보를 게재하였습니다.

일과 회사경영에 관계 깊은 정보를 게재하였습니다.

７

６

페이지

페이지

미나토구에
미나토구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각종 상담

외국 국적인 분들을 위한 다언어로의 정보소개,

(가정상담, 법률상담, 고령자 취직 상담, 여성 상담,

태블릿 단말을 활용한 통역서비스 정보를

소비 생활상담 등)의 정보를 게재하였습니다.

게재하였습니다.

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센터의 문의 전화번호입니다.
각 지구
종합지소
시바지구
아자부지구
아카사카지구
타카나와지구
시바우라 코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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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

관리과
시설운영담당

☎3578-3191
☎5114-8811
☎5413-7014
☎5421-7124
☎6400-0011

☎3578-3135
☎5114-8805
☎5413-7273
☎5421-7067
☎6400-0033

창구서비스계

구민과
보건복지계

☎3578-3141
☎5114-8821
☎5413-7012
☎5421-7612
☎6400-0021

☎3578-3161
☎5114-8822
☎5413-7276
☎5421-7085
☎6400-0022

생활복지계

☎3578-3171
☎5114-8823
☎5413-7277
☎5421-7087
☎6400-0023

구민센터

아카사카 구민센터

타카나와 구민센터

시바우라 코난
구민센터

다이바 구민센터

☎3583-5487

☎5413-2711

☎5421-7616

☎3769-8864

☎5500-2355

미나토구의

생활
전입・전출

구내 공공기관 안내
거주하는 지구・정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구립 시설, 세무서,
소방서, 경찰서, 수도국 등）의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문의】미나토구 콜 센터 「미나토구 콜」

☎5472-3710

일본 국내의 다른 구시정촌이나 일본 국외와 미나토구 간의
전출입, 미나토구 내에서 주소 변경, 세대주 변경, 세대
병합・ 분
리, 관계 변경 수속을 합니다.

【문의】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과 창구서비스계
☎１페이지 참조

사전등록 필요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민표 사본, 인감등록증명서, 호적 사항증명서(본적지가
미나토구인 경우에만)등의 증명서를 전국 편의점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마이넘버 카드(개인번호 카드) 또는 주민
기본대장 카드와 비밀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문의】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과 창구서비스계

국민연금

주민세（특별구민세・도민세）
특별구민세・도민세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일의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의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균등할」과, 소득액에 따라 정해지는「소득할」의
합계입니다. 미나토구에 주소가 있고, 일정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578-2593～2609(2599 는 제외)

국민건강보험

일본내에 거주하는 20 세 이상 60 세 미만의 사람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
피보험자의 종류가 바뀔 경우(퇴직이나 배우자 부양에서 벗어날
경우 등)에는 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과 창구서비스계에서
수속을 해야합니다. 연금 수급 수속은 연금사무소에서 합니다.

【문의】국보연금과 국민연금계

☎3578-2662～2666

건강진단・암 검진 등 안내

병과 부상에 대비하여 가입자 모두가 보험료를 내어 서로 돕는
지역의료 보험입니다. 미나토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직장의
건강보험, 국보조합,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했거나,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 이외는 가입해야만 합니다. 가입・

실
상

수속은 각 종합지소 구민과 창구서비스계에서 합니다.

【문의】국보연금과 자격 보험료계

자택과 직장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마이너 포털을
활용한 전자 신청」과 「도쿄 전자 자치 단체 공동 운영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 신청」으로 육아 수속과 구정 정보의
공개 청구, 애완견의 사망신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정보 정책과 정보정책담당 ☎3578-2073

☎１페이지 참조

【문의】세무과 과세계

전자 신청 서비스（마이너 포털 외）

☎3578-2643～2645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75 세 이상의 사람(65 세∼74 세이며 장애 인정을 받은 사람도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제도입니다. 자격 취득・상실과
보험료 징수 등에 관계된 상담과 수속 등을 합니다.

각종 암 검진, 골다공증 검진, 구민건강검진(３０건강진단), 특정
검진, 기본건강진단, 특정 보건지도(국민건강보험가입자) 등,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구내지정의료기관 등에서
합니다. 건강진단 및 각종 암 검진 대상자에게는 구에서
수진권을 발송합니다.

【문의】미나토 보건소 건강추진과 건강만들기계 ☎6400-0083

구민용 주택(구영
구영 주택・

립 주택・
구

구립
・

・공공임대）
특정

정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택 입주자를
특

모집 합니다. 또한, 입주에는 각각 일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문의】국보연금과 고령자 의료계 ☎3578-2654～2659、2646

【문의】주택과 주택관리계 ☎3578-2266～2269

생활보호

생활복지자금

세대 수입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고, 자산과 일할 능력
그 외 모든 수단을 활용해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의
기준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생활 보호비로서 지급합니다.
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과 생활복지계에서 수속해야 합니다.

【문의】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과 생활복지계 ☎1 페이지 참조

세대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소득이 적은
세대・

애인이나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있는 세대를
장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구의 민생위원과 아동위원이 함께
상담하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합니다. 자금대출을 할 때는
도쿄도 사회복지 협의회의 심사가 있습니다.

【문의】미나토구 시회복지 협의회 생활지원계 ☎6230-0282

이 외의 지원책은 미나토구 홈페이지 「일 생활 밸런스 특집」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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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의료기관 안내서비스「히마와리」

휴일 진료・소아 초기 응급 진료
휴일（일요일・

휴일
공

・ 연
말연시）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미나토 보건소 내의 휴일 치과 응급진료소와 휴일 진료 당번
의료기관에서 진찰합니다. 또한, 어린이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야간에 애육병원에서 초기응급진료를
합니다.

전화로 24 시간 의료기관 안내(컴퓨터 자동 응답 서비스)와
인터넷으로 의료기관 정보검색 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
소재지, 진료과목, 진료요일과 진료시간 등을 지정해가며
원하는 조건에 맞는 도내의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내】히마와리 전화

☎5272-0303（매일 24 시간대응）

【문의】미나토 보건소 보건예방과 보건예방계 ☎6400-0080

긴급의료 정보키트
고령자 생활 지원
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긴급통보 시스템,
배식서비스 등과 치매 고령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고령자 상담센터(지역포괄지원센터) 등,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응을 합니다.

【문의】고령자지원과 재택지원계

☎3578-2400～2406

만약의 긴급 시에 대비하여 주치의와 복약내용 등의
의료정보가 들어있는 용기 「긴급의료 정보키트」를 가정의
냉장고에 보관하여 그 정보를 긴급의료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과와 각 이키이키
플라자, 각 고령자 상담센터(65 세 이상만)에서 키트와 스티커
등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문의】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과 보건복지계 ☎１페이지 참조

고령자지원과 고령자 상담 지원계 ☎3578-2407～2411

개호 서비스 사업자 검색
개호보험

미나토구가 서비스 제공 지역인 개호서비스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사업자명 검색과 더불어 자택 등

개호보험제도는 개호가 필요한 분과 가족을 지원하는 공적인
시스템입니다. 개호 인정, 이용자 부담액의 감면・

원 등을
지

거주지역 근처 등을 중심으로 지도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개호보험과 개호 사업자 지원계

합니다. 개호 인정 신청은 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과

☎3578-2821、2881～2883

보건복지계에서 합니다.

【문의】개호보험과 개호급부계 ☎3578-2876～2880
개호보험과 개호인정계

미나토구의

☎3578-2885～2890

임신 신고
의료기관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분은 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과 보건복지계에 신고해주십시오. 모자건강수첩과
엄마와 아이의 보건가방, 미나토구 임신・육아 정보가
들어있는 클립 파일을 드립니다. 모자건강수첩은 임신부터
출산, 자녀가 입학하기까지의 건강상태와 발육상태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첩입니다.

육아

【문의】미나토 보건소 건강추진과 지역보건계 ☎6400-0084

부모교실
출산과 육아준비를 위한 부모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임산부와 그 파트너인 구민입니다. (임산부만 또는 파트너만의
참가도 환영합니다.)

【문의】미나토 보건소 건강추진과 지역보건계

☎6400-0084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날부터 14 일 이내(일본 외에서
태어났으면 3 개월 이내)에 출생지, 부모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소재지) 중 하나의 구청, 시청,정촌사무소에
신고해주십시오.

유아원（인가 유아원・미나토구 보육실 등）

【문의】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과 창구서비스계

☎１페이지 참조
☎3578-3153

※시바지구 종합지소 호적계

구내의 유아원 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각 지구 종합지소 구민과 보건복지계
☎１페이지 참조

구립 유치원
구립 유치원 12 개원의 입학 수속을 합니다.

구립 초・중학교
구립 초등학교 18 개교, 구립 중학교 10 개교의 전입학・신입학
수속을 합니다. 또한, 자녀의 발달 등에 걱정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신 발달 상태에 맞는 적절한 교육 장소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학무과 학교운영지원계
☎ 3578-2726～2729
학무과 특별지원 상담 담당
☎3578-2738～2739、2772～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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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학무과 학교운영지원계

☎3578-2779

학대상담 전용 다이얼：6400-0092

어린이 가정지원센터(미나토 키즈 서포트센터)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상담을 하며, 어린이에 대한
학대 방지 등에 힘쓰는 「선구형 어린이
가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어린이 가정지원센터 육아지원계

☎6400-0090

사전등록 필요

병아・병후아 보육실

어린이 치료 교육 파오
발달이 느리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유소아, 아동이
지역에서 만족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심신의 발달을
촉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살아가는 힘」의 습득을
목표로 합니다.

【문의】장애보건복지센터 어린이 치료 교육 파오

병의 회복기 등의 유소아로 집단보육을 이용하기 곤란한
기간에 의료기관 등에 부설된 시설 등에서 일시보육을
합니다.

【문의】보육과 보육지원계

☎3578-2445

☎5439-8055

아동관・이이쿠라 학동클럽
육아광장・일시보육 등

18 세 미만의 아동(이이쿠라 학동클럽은 유소아부터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육아광장」, 「유소아
일시보육」, 저녁～밤에 돌보는 보육 「트와일라이트
스테이」, 숙박하며 돌보는 보육 「쇼트스테이」등을
합니다. 실시
시설(「아이포트」「Ｐｏｋｋｅ(폿케）」「앗피」외）

초등학생까지)과 그 부모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방・도서실・공작실・옥상・집회실・음악실 등이 있습니다.

【문의】각 지구 종합지소 관리과 시설운영담당
☎１페이지 참조

【문의】어린이 가정지원센터 육아지원계 ☎6400-0090

어린이 중・고교생 플라자, 아동・고령자 교류플라자

학동클럽
하교 후, 학부모의 취업 등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건전육성의 장소로서 아동관,
어린이 중ㆍ고교생 플라자, 아동ㆍ고령자 교류플라자 등에
학동클럽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의】어린이가정과 어린이가정계

☎3578-2426

18 세 미만의 아동이 심신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고, 풍부한
정서를 기르기 위한 시설입니다. 음악 스튜디오, 댄스
스튜디오, 플레이 룸, 공작실 등의 설비가 있으며, 학동클럽이
병설되어 있습니다.

【문의】어린이가정과 어린이가정계

☎3578-2426

각 지구 종합지소 관리과 시설운영담당 ☎１페이지 참조

각 지구 종합지소 관리과 시설운영담당 ☎１페이지 참조

방과 ＧＯ→・방과 ＧＯ→클럽
방과 후 등의 시간에 학교 내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인 「방과 GO→」「방과 GO→클럽」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의】방과 GO→ 생애학습 스포츠진흥과 생애학습계 ☎3578-2741～2744
방과 GO→클럽 각 지구종합지소 관리과 시설운영담당 ☎１페이지 참조

한부모 가정 지원과 보조
지원, 홈 헬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소득 기준 내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부모
가정 등에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취학 지원・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 자립이 곤란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메일상담, 가정방문 상담을 합니다.

【전화 상담】☎5978-2043
월요일～금요일 오전 10 시～오후 ５시(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과 지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알선 및 취학자금 등의 대출, 취업

【문의】어린이가정과 가정상담담당
어린이가정과 어린이급부계

도쿄도 히키코모리 서포트 네트

☎3578-2436
☎3578-2430～2433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아동육성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등
육아 세대에 각종 수당과 출산비용 지원을 합니다.

【문의】어린이가정과 어린이급부계

☎3578-2430

특정 불임 치료비 지원

학금 등 지원
장

학업에 의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 및 취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자금, 사립 유치원 등의 원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아동・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학용품비와 급식비 등을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특정 불임 치료(체외수정, 현미수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문의】미나토보건소 건강추진과 지역보건계 ☎6400-0084

지원합니다.

【문의】장학금・보조금 교육장실 교육총무계 ☎3578-2712～271
취학지원 학무과 학교운영지원계
☎3578-2731

도움이 되는 읽을거리
아기의 성장에 맞춘 육아 기초지식과 힌트를 정리한 육아
초보자인 아버지를 위한 「미나토구 아버지 수첩」과,

어린이 의료비 지원

임신기～육아기의 각종제도 및 정보 등을 소개하는「미나토구

중학교 3 학년(15 세가 되는 날 이후의 첫 3 월 31 일)까지의
어린이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찰・조제를 받았을
때, 의료비의 자기 부담분을 미나토구가 지원합니다.

【문의】어린이가정과 어린이급부계

☎3578-2430～2433

육아 핸드북」 등, 미나토구에서 육아를 지원합니다.

【문의】아버지 수첩 어린이가정과 가정상담담당
☎3578-2436
육아 핸드북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육아지원계
☎64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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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토구에서

일 기업하기 경영하기
미나토＊직업 ５５

헬로워크 시나가와
구민의 직업소개 사업 등은 취직하기가 어려운 취직

「대체로 ５５세부터 일하고 싶은（취업）」과 「시니어

곤란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인재를 고용하고 싶은（채용）」을 지원하는 무료

합니다. 또한, 지역의 종합적 고용 서비스 기관으로서

직업소개소입니다. 취업상담, 구인정보 공개, 인재소개를

직업소개, 고용보험, 고용대책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합니다.

합니다. 또한, 세미나와 면접회 등의 이벤트도 있습니다.

【문의】헬로워크 시나가와

【문의】미나토＊직업 55

☎5419-8609

☎5232-0255

창업・벤처

실버 인재센터
구내에 거주하는 건강하고 사회참여 의욕이 있는 고령자를

구내 산업의 미래 발전을 지탱하는 구내에서의 창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지식과 경험에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상담, 창업 어드바이저의 파견,

맞는 취업 및 사회봉사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업세미나, 창업지원 융자 등을 합니다.

희망과 경험, 능력에 맞춰 로테이션으로 취업합니다. 매달의
취업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문의】（공사）미나토구 실버 인재센터

【문의】산업진흥과 경영상담담당

☎3578-2560

☎5232-9681

상공회관
미나토 근로복지회관

구내 중소기업의 진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근로자의 쉼터로서, 또는 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내회의와 연수, 세미나, 강연회 등에 회의실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문화와 교양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회관으로써,

외에, 구의 주최로 강연회와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집회실, 체육관, 서클실 등을 빌려주는 외에, 일・생활・
밸런스 지원 사업, 각종 자격취득지원강좌와 중소기업을

【문의】상공회관 ☎3433-0862

대상으로 한 회원제 복리후생 사업을 합니다.

【문의】미나토 근로복지회관 ☎3455-6381

미나토 일・생활・밸런스 추진기업 인정사업
일과 육아의 양립과 남녀가 함께 일하기 편한 직장을

남녀 평등 참여 센터 (리브라)
남녀평등참여 사회실현을 위한 구민과 단체의 활동 지원 등,
남녀평등참여 시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점시설입니다.
기업을 위한 출장강좌와 기업, 취직, 재취업 등에 관한
강좌와 강연회 등도 합니다.

실현하기 위해 일

・ 생밸
활・
런스에 힘쓰는 중소기업을

인정하고, 그 노력을 널리 소개하여 기업에서의
일

・ 생밸
활・
런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문의】총무과 인권.남녀평등참여계

☎3578-2025

【문의】남녀평등참여센터 (리브라) ☎3456-4149

미나토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사업
일

・추진 가이드북생활

일
의
・ 필요성과 효과,
생활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밸런스
알기 쉽게 해설한 중소기업용 추진 가이드북을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를 시작으로 도, 국가가 실시하는
기업용 일・ 생활・ 밸런스의 지원제도와 상담창구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일과 육아・개호의 양립, 남성의 육아・개호 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 개의 장려금 제도로 기업의 직장환경
만들기를 지원합니다.

【문의】총무과 인권.남녀평등참여계 ☎3578-2025

【문의】미나토 근로복지회관 ☎3455-6381

포켓 노동법 배포
노동법의 기본적인 규칙을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주지시켜

ＭＩＮＡＴＯ 아라카르트
구내의 중소기업 정보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규칙을 간단하게 정리한 「포켓 노동법」을 배포하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문의】산업진흥과 경영상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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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의 미연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노동법에 관한

☎3578-2560

【문의】 산업진흥과 경영상담담당 ☎3578-2560

구민센터

미나토구에서

각 지구(시바지구 제외)에 설치된 구민센터는 구민 여러분의
상호교류와 자주적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구내 거주・ 재직・ 재학중인 사람
및 그 단체를 대상으로 구민홀, 집회실, 회의실, 조리실 등을

스포츠 시설

빌려줍니다.

미나토구 스포츠센터와 각 운동장, 무도장은 구내 거주・
재직・재학중인 사람 및 그 단체의 사람이 이용할 수

【문의】각 지구 구민센터

☎１페이지 참조

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의 실내 수영장은 구내 거주・
재직중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생애학습 스포츠 진흥과 스포츠 진흥계 ☎3578-2750
미나토구 스포츠 센터

☎3452-4151

생애학습센터（바룬）
구민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생애학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입니다.
학습정보 룸 외에, 구내 거주・ 재직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학습실과 레크리에이션 룸을 빌려줍니다.

아오야마 생애학습관
구민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문의】생애학습센터

☎3431-1606

생애학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입니다.
도서실, 어린이 도서실 외에, 구내 거주・ 재직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학습실, 학습실 겸 레크리에이션 홀을 빌려줍니다.

【문의】아오야마 생애학습관

☎3470-4584

자원봉사 활동
（1）활동하고 싶은 사람의 상담・등록・조정
（2）자원봉사 단체소개

이키이키 플라자, 아동ㆍ고령자 교류플라자
구내에 거주하는 60 세 이상 구민의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학습활동의 장, 개호예방과 건강만들기의 장, 구민 교류와
지역 활동의 장으로서 이키이키 플라자(16 관), 아동ㆍ고령자
교류플라자(1 관)을 설치하였습니다.

（3）자원봉사를 의뢰하고 싶은 사람의 상담
（4）각종 자원봉사 강좌를 실시합니다.

【문의】미나토구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지역활동지원계 ☎6230-0284

【문의】각 지구 종합지소 관리과 시설운영담당

ＮＰＯ 활동

☎１페이지참조

구내에서 활동하는 NPO(법인격의 유무는 상관없습니다.)와
자원봉사 단체가 시행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미나토구
NPO 활동 지원사업」(연 1 회 모집)을 합니다.
조성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심사회의 심사가 있습니다

미나토구에

【문의】지역진흥과 구민 협동, 정회 자치회 지원 담당
☎3578-2557

생활 궁핍자 자립 지원사업
아자부지구 종합지소 2 층에 「미나토구 생활・취업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지원 요원이 경제적 곤란의 상담을
접수, 취업지원, 취업준비 지원, 생계상담 지원, 어린이 학습
상담 지원 등의 지원을 합니다.

【문의】미나토구 생활・취업지원 센터

☎5114-8826

미나토구의 각종상담
《구민 상담실》
・ 가
정상담（어린이가정과 가정상담 센터 ☎3578-2436）・ 법
률상담（미나토 콜 ☎5472-3710、구민의 소리 센터 ☎3578-2054）
・ 주
거 세무상담, 주거 부동산 상담, 주거 건축상담, 맨션관리조합운영상담, 맨션관리 법률상담（주택과 주택지원계 ☎3578-2229）
・ 행
정상담（구청장실 공청담당 ☎3578-2050～2052）・ 인권 신상 상담（총무과 인권.남녀평등참여계 ☎3578-2027）
・ 고
령자의 취업 상담（미나토구 실버 인재센터 ☎5232-9681, 미나토＊직업 55 ☎5232-0255）
《각종상담》
・ 어
린이・ 육
아에 관한 종합상담（어린이 가정지원센터 ☎6400-0091）
・ 한
부모 가정 상담, 여성상담（어린이가정과 가정상담센터 ☎3578-2436）・ 교
육상담（교육센터 ☎5791-5681）
・ 가
족, 생활방식, 인간관계, DV, LGBT 등의 상담（남녀평등참여센터 리브라 상담실 「마음의 서포트 룸」 ☎3456-5771）
・ 고
령자나 개호하는 가족의 종합적인 상담（시바지구 고령자 상담센터 ☎5232-0840, 아자부지구 고령자 상담센터 ☎3453-8032, 아카사카지구
고령자 상담센터 ☎5410-3415, 타카나와지구 고령자 상담센터 ☎3449-9669, 시바우라 코난지구 고령자 상담센터 ☎3450-5905）
・ 금
연상담, 건강상담, 정신보건복지상담, 암 의료상담（미나토 보건소 ☎6400-0050）
※이외, 소비생활상담, 융자상담, 수발주 알선상담, 중소기업경영상담, 외국인 상담, 변호사의 복지 전문상담은 아래로 문의해주십시오.

【문의】미나토구 콜 센터「미나토구 콜」

☎5472-3710

～문의처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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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정보 소개

태블릿 단말을 활용한 통역서비스

외국인 여러분이 미나토구에서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한 「웰컴 패키지」를 구청・
종합지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도움이 되는 MINATO 생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의】지역진흥과 국제화 추진계 ☎3578-2046

태블릿을 사용하여 화상 통역이 가능합니다. 태블릿에
통역사의 모습이 보이며, 실시간 외국인과 담당자의 통역을
합니다. 예약은 필요 없으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창구에서 신청해주십시오.

【문의】지역진흥과 국제화 추진계 ☎3578-2046

일・생활・밸런스에 관한 법률

✥참고✥
노동기준법

노동계약법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계약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노동계약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기본

노사가 지켜야 할 최저한의 기준을 나타낸 법률입니다. 노동기준법에는

규칙을 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도모하며, 개별 노동관계의 안정을

노사는 노동기준법에 있는 노동조건의 기준을 단지 지킬 뿐만 아니라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를 개선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

파트타임 노동법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의 대우가 일과 공헌에 알맞지 않고, 통상의

헌법 이념에 바탕하여 모집, 채용에서 정년, 퇴직까지의 다양한 상황에서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파트타임 노동자의

노동자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여성 노동자가 모성을 존중받으며

취업 실태를 고려하여 고용관리 개선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므로 통상의

만족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노동자와의 균등하고 균형된 대우의 확보를 추진하는 법률입니다.

법률입니다.

육아・개호 휴업법
욱아・가족 개호를 하는 노동자의 일・생활・밸런스가 유지되도록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어린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육성될 환경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일본의 경제 및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행동계획책정지침 및 지방공공단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육아휴업, 개호휴업, 자녀

사업주의 행동계획 책정 등의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간호휴가, 개호휴가에 대해 규정할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01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반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신속히 신고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여성 활약 추진법

고령자 고용 안정법

여성의 개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 공익단체, 민간사업주가 각각 여성의 활약 추진에 관한 책무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301 명 이상의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는
①자사의 여성 활약에 관한 상황파악과 과제분석 ②상황파악 및
과제분석을 감안한 행동계획 책정, 사내주지, 공표 ③행동계획을
책정한 취지를 도도부현 노동국에 신고 ④여성의 활약에 관한 정보
공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발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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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고령자 등의 직업 안정 기타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업주가 정년을 60 세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 65 세까지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의 실시,
중,고년자가 이직할 경우 조치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미나토구 총무부 인권.남녀평등참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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