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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교육상담센터 

〒169-0074 도쿄도 신주쿠구 키타신주쿠４－６－１ 

（도쿄도어린이가정종합센터 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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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상담회」는 연간 16 회 토요일에 개최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얻기 

힘든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분들께 「고등학교 진급・진로・입학상담」에 관한 

전문상담원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03-3360-4175）에 ７일전까지 신청하십시오. 

※영어, 중국어, 한국어・조선어 상담이 가능합니다.（14 일전까지 신청） 

   

  기    일 회장  

 제 1 회 2022 년 ５월 21 일（토） 키타신주쿠  

 제２회 2022 년 ６월 11 일（토） 타치카와  

 제３회 2022 년 ６월 18 일（토） 키타신주쿠  

 제４회 2022 년 ７월 2 일（토） 키타신주쿠  

 제５회 2022 년 ７월 9 일（토） 타치카와  

 제６회 2022 년 ７월 16 일（토） 키타신주쿠  

 제７회 2022 년 ８월 27 일（토） 키타신주쿠  

 제８회 2022 년 ９월 17 일（토） 키타신주쿠  

【상담시간】60 분정도 

【예약시간】오전９시30 분, 오전 11 시, 오후２시, 오후３시 30 분 

 

 키타신주쿠 회장 타치카와 회장 

소재지 도쿄도어린이가정종합센터 ４층 도쿄도타치카와합동청사 ４층 

住所 신주쿠구 키타신주쿠 ４－６－１ 타치카와시 니시키초 ４－６－３ 

연락처（당일） ０３-３３６０-４１７５ ０４２-５２４-７２５９ 

인근 역 ＪＲ추오선・소부선（각역정차）「오쿠보」역 
「히가시나카노」역 

ＪＲ야마노테선「타카다노바바」역 
도쿄메트로 토자이선「오치아이」역 
세이브신주쿠선「시모오치아이」역 

ＪＲ추오선（쾌속열차）「타치카와」역 
ＪＲ남부선「니시쿠니타치」역 
타마도시 모노레일「타치카와미나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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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상담회」는 연간 16 회 토요일에 개최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얻기 힘든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분들께 「고등학교 진급 ・ 진로 ・ 입학상담」에 관한 

전문상담원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03-3360-4175）에 ７일전까지 신청하십시오. 

※영어, 중국어, 한국어・조선어 상담이 가능합니다.（14 일전까지 신청） 

   

  기    일 회  장  

 제９회 2022 년 10월 15 일（토） 기타신주쿠  

 제 10 회 2022 년 11월 19 일（토） 기타신주쿠  

 제 11 회 2022 년 11월 26 일（토） 키타신주쿠  

 제 12 회 2022 년 12월 10 일（토） 타치카와  

 제 13 회 2022 년 12월 17 일（토） 키타신주쿠  

 제 14 회 2023 년 １월 21 일（토） 키타신주쿠  

 제 15 회 2023 년 ２월 18 일（토） 키타신주쿠  

 제 16 회 2023 년 ３월 18 일（토） 키타신주쿠  

 

【상담시간】60 분정도 

【예약시간】오전９시30 분, 오전 11 시, 오후０시 30 분, 오후２시, 오후３시 30 분 

 

 키타신주쿠 회장 타치카와 회장 

소재지 도쿄도어린이가정종합센터 ４층 도쿄도타치카와합동청사 ４층 

住所 신주쿠구 키타신주쿠 ４－６－１ 타치카와시 니시키초 ４－６－３ 

연락처（당일） ０３-３３６０-４１７５ ０４２-５２４-７２５９ 

인근 역 ＪＲ추오선・소부선（각역정차）「오쿠보」역 
「히가시나카노」역 

ＪＲ야마노테선「타카다노바바」역 
도쿄메트로 토자이선「오치아이」역 
세이브신주쿠선「시모오치아이」역 

ＪＲ추오선（쾌속열차）「타치카와」역 
ＪＲ남부선「니시쿠니타치」역 
타마도시 모노레일「타치카와미나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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