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광장은、어린이가 부모와 지역의

드립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기를 기원하여
육아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어린이가정을 따뜻하게 보살피기 위해 어린이
가정지원센터가 많은 분들과 기관과 연휴하여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광장

육아광장이란 어떤 곳이죠?

자유롭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노구치쵸
육아광장

秋津町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홍보선반 등을 이용해 정보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발육측정,육아강좌 등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분
영유아가 있는 분、엄마가 되시려는 분,

諏訪町

영유아가 있는 분,하기와 같은

久米川町
多摩湖町
코로코로노
모리

생각을 하고 있는분 계셔요？
・어디 가면 비슷한 어린이가 있는

廻田町

미스미
육아광장

青葉町

호호에미
육아광장

野口町

육아광장

本町

恩多町

美住町

・공원에 가고 싶지만,친구로 대해

栄町
富士見町

보호자 분을 만날 수가 있나요？

혼쵸육아광장

萩山町

줄가요？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길
기에 어른과 대화하고 싶다.

육아를 돕고 계시는 분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 혼자 고민
하고 있다.

광장에는 누가 있어요?
오신 분의 말씀을 듣거나,부모자식 사이에
서로 사이 좋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
눌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직원（광장 스탭）이
있습니다.안심하고 찾아 주십시오.
또한、보육원 혹은 아동관에 설치되어 있는
광장에서는 시설 내에 있는 보육원직원,아동관
직원도 운영에 협력해 줍니다.상담내용에 따라
서는 다양한 장소나 기관・제도 등을 소개해

히가시무라야마시
어린이가정부어린이총무과
３９３－５１１１（대표）

편안하게 육아광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미스미 육아광장（제 4 보육원）
개원일 월～토요일
（보육원의 휴원일은 제외）
시

간 오전 ９시３０분～오후 ３시３０분
＊정오 １２시～오후 １시는 휴식입니다。

장

소

시립제 4 보육원（미스미쵸１-４-１９）

전

화 ３９４－１２１１

★모래 터・미끄럼 대 등이 있는 보육원 정원에서
놀 수 있습니다！

노구치쵸 육아광장 프쿠프쿠
개원일 월～토요일
（축・휴일、연말연시 제외）
시 간 오전 １０시～오후 ４시
＊정오 １２시～오후 １시는 점심시간입니다.
장 소 노구치쵸２-４-３６

육아종합지원센터「코로코로노 모리」
개원일 화～토요일
（축・휴일、연말연시 제외）
시 간 오전 １０시～오후 ４시
장 소 히가시무라야마시지역복지센터２층
노구치쵸１-２５-１５

전 화 ３９３－４１８１

전 화 ３９５－７２８０

위 탁 NPO 법인 HUG 어린이파트너즈

지정관리처:

★점심은（지참）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히가시무라야마시어린이 NPO 유니트
★서클로 사용할 수 있는 방과,지참한 도시
락을 언제든 들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혼쵸육아광장（혼쵸아동관）
개원일 월～금요일
（아동관 휴일 날은 제외）
시 간 오전 １０시～오후 １시
＊정오 １２시～오후 １시는 휴식입니다。
장 소 혼쵸 아동관

호호에미육아광장（혼쵸보육원）
개원일 월～금요일
（보육원 휴원일은 제외）
시 간 오전 １０시～오후 ４시까지
장 소 혼쵸보육원
혼쵸３－４３－１

（혼쵸４-１９-２６도영히가시무라야마아파트２호동１층）

전 화 ３９９－２１００

전 화 ３９７－１１５４

위 탁 사회복지법인 무라야마엔

★점심은（지참）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고령자시설의 할아버지,할머니와도

있습니다.

교류할 수 있습니다.

출장육아광장（백十자, 아키츠노 사토）
개원일:월・목요일
（휴일은 코로코로네트를 확인
해 주십시오.）
시 간 오전 １０시～오후 ３시
장 소 백十자 아키츠노 사토
（아키츠쵸３-４１-６５）
★지참하신 도시락을 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없습니다.

출장 육아광장
(백십자

아키츠노사토)

출장 육아광장
(백십자

아키츠노사토)

출장 육아광장
(백십자

아키츠노사토)

아키츠쵸에서 출장육아광장을 개최합니다.

아키츠쵸에서 출장육아광장을 개최합니다.

아키츠쵸에서 출장육아광장을 개최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개설일 월・목요일

개설일 월・목요일

개설일 월・목요일

(휴일은『코로코로네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휴일은『코로코로네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휴일은『코로코로네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오전１０시～오후３시

시간 오전１０시～오후３시

시간 오전１０시～오후３시

장소 백십자

장소 백십자

장소 백십자

아키츠노사토

(아키츠쵸 3-41-65)
★지참한 도시락을 벅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없습니다.

아키츠노사토

(아키츠쵸 3-41-65)
★지참한 도시락을 벅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없습니다.

아키츠노사토

(아키츠쵸 3-41-65)
★지참한 도시락을 벅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