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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가 자택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엄마를 도와드립니다！

＊대상：출산 예정일 30일 전 부터

산후180일 이내 이신 분 ～이용에는 신청,등록이

＊이용회수：1회２시간 이내 전7 회까지 필요합니다～

육아 도움이 필요한 분（의뢰 회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제공 회원)을 소개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원등록을 하여 서로의 희망 내용을 조절하여 유상

자원봉사로 육아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042-648-2157

보호자가 일 등 사정으로 귀가 시간이 늦어질 때에 저녁에서

야 간（17：00～22：00）시간대에 아이를 맡아 드립니다.

보호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일시적으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을

때에 숙박형식으로 아이를 맡아 드립니다.（1개월에 7일 이내）

사전 등록・신청・문의처

시내 재주하고 있는 0세～18세 미만의 자녀와 그 가정의 상담을 받습니다.

＊대상 시내 재주 0～18세 미만의 어린이와 그의 보호자

＊상담일시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월～토 9:00～19:00 일요일・공휴일 9:00～17:00

휴관일 매월 첫 화요일, 12월29일～1월3일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

（다태・이시카와・미나미노・미나미오사와・ 모토하치오지）

월～토 9:00～17:00 휴관일 일요일・공휴일

육아에 관한 자원봉사자를 육성・

～Bee네트 자원봉사자 모집중！～

～양육협력가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11:00～12:00

(5번째 일요일은 휴식)

구리챤 광장에서

의사・치과의사・약제사・영양시가 육아 상담

을 받고 있습니다.

（주마다 선생님이 다릅니다.)

※신청은 불필요.

아이와 놀면서

편하게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

(다태・이시카와・마나미노・미나미오사와・모토하치오지)

에 있는 광장입니다

육아 상담도 합니다.

＊대상：0～3세 정도의 어린이의 보호자

＊개관일시

어린이가정지원센터(쿠리챤광장 ☎042-649-5929)

월요일～일요일 9:00～17:00

(매월 첫 화요일,공휴일인 경우는 두번째 화요일, 12월29일～1월3일은 제외)

친자가 재미있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광장

육아 강좌나 이벤트 외에

육아 상담도 받습니다.

＊대상：0～３세 정도

아이의 보호자

＊개관일：월요일～토요일

일요일・공휴일,12월29알～1월3일은 제외

유메킷즈 ☎０４２-６８６-３３５６

아사히쵸1-1 세레오 북관 6층

니시하치오지(산산광장) ☎０４２-６７３-５６８８

산다마치3-16-20 샤틀레 니시하치오지 1층

호리노우치(CacheCache) ☎０４２-６７０-９１９０

호리노우치3-29-16 가내코 스포츠 호리노우치빌딩 1층

나라하라(ＰaoＰao) ☎０４２-６２１-０８２２

나라하라마치539-3 이와사키빌딩 1층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이시카와

이시카와마치481 이시카와사무소 2층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ー미나미노

미나미노6-1-1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미나미오사와

미나미오사와2-17-5 ☎042-678-3100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ー모토하치오지

다이라쿠지마치419-1

모토하치오지사무소 2층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아즈마쵸5－6 크리에이트홀 지하1층

☎042-656-8225

이메일 ｂ470600＠city.hachioji.tokyo.jp

・하치오지시내에 6곳이 있음 ・친자가 놀 수 있는 교류광장

・어린이와 가정에 관한 종합상담 ・육아가정을 지원

・육아응원단 Bee네트의 육성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ー다태

다태마치156 다태사무소 2층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5

（다태,이시카와,미나미노,미나미오사와,

모토하치오지）

개관시간 월～토 9：00～17：00

■어린이가정지원센터 하치오지시 아즈마쵸5-6 크리에이트홀 지하 1층

☎042-656-8225  E-mail b470600＠city.hachioji.tokyo.jp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ー다태

하치오지시 다태마치156 다태사무소 2층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ー미나미노

하치오지시 미나미노6-1-1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ー모토하치오지

하치오지시 다이라쿠지마치419-1

모토하치오지사무소 2층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ー이시카와

하치오지시 이시카와마치481 

이시카와사무소 2층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ー미나미오사와

하치오지시 미나미오사와 2-17-5

(해님광장 미나미오사와2-16）

「상태가 마음에 걸리는 아이가 있다」

「옆집에서 야단치는 소리가 들린다」

등, 걱정되는 가정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연락 주신 분의 정보는 엄수합니다.

익명도 괜찮습니다.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

-이시카와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

ー다태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

지역어린이가정지원센터

지역어린이가정

지원센터

-미나미오사

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