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분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 

(아동상담소 안내) 
 

                     

~ 자녀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 

◆ 18세 미만의 자녀분과 관련된 상담이라면 무엇이든 접수합니다. 

◆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은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상담 내용 

 

자녀 뒷바라지에 관한 상담                  자녀분의 장애에 관한 상담 

 

○ 부모가 환자.                        ○ 자녀분의 운동이나 말투, 친구들과의 놀이 등을  

보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장이 늦은 것은 아닐 

○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를 키울 사람이 없다.                까 걱정하고 있다. 

 

○  돈이 없어서 자녀를 키울 수가 없다. 

 

○ 이유도 없이 아이가 울거나 말을 듣지 않아  

강하게 꾸짖어 버린다. 

 

 

 

자녀분의 성격 등에 관한 상담             자녀분의 나쁜 행동에 관한 상담 

 

○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 

 

○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  돈을 훔치거나 가게 물건을 훔친다. 

 

○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른다...등.               ○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등. 

 

자녀분의 성격과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나쁜 짓을 반복해서 어쩌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아닐까 고민하고 있다. 

 

                         

 

 

 

 

 

 

 

 

아동상담소는 육아를 응원하는 현의 전문기관입니다. 

언제라도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  

 

群馬県のマスコット「ぐんまちゃん」 

 



 

                     상담 방법 안내 

 

육아가 불안…. 

 

아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 일본어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함께 전화해 주십시오. 

 

“어린이 핫라인 24”로 전화해 주십시오. 

무료전화    ０１２０－７８３－８８４ 
휴대전화로 거실 때   ０２７－２６３－１１００ 
Ｅ-ｍａｉｌ    k o d o m o - s o u d a n @ p r e f . g u n m a . l g . j p 

 

     중앙아동상담소에 있는 전화상담입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가능하므로 부담없이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 하신 분의 성함을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른 상담창구에서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경우에는 그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 공익재단법인 군마현 관광물산국제협회 

 

전화 ０２７－２４３－７２７１ （월~금요일 ８：３０～１７：３０） 

홈페이지 http://www.gtia.jp/kokusai/japanese/ 

 

※  대응할 수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또한 대응할 수 있는 언어라도 대응할 수 없는  

요일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 아동상담소가 계속 지원하기 위해 방문을 통해 자녀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시정촌에서도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핫라인 24”에서 거주하시는 시정촌의 

육아상담창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