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나가와 생활 응원 웹 사이트에 대하여  

 

●가나가와 생활 응원 웹 사이트란  

「가나가와 생활 응원 웹 사이트」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곳이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거주지역 또는 고충, 고민내용의 범주속에서 찾을 수 있게 한 사이트입니다. 

 돈이 다 떨어졌다, 일 할 수 없다, 일자리나 살 집이 없다, 집세 등을 낼 

돈이 없다, 장애나 병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폭력이나 학대를 받고 있다, 

개호 또는 아이키우기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낀다는 등 각자 안은 고충, 

고민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가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담할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거나 상담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 지 잘 모른다면 혼자 고민을 껴안은 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가나가와 생활 응원 웹 사이트」는 가나가와현내에서 이런저런 고충, 

고민 등에 관한 상담을 받거나 지원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소개하는 

사이트 입니다. 상담, 지원을 통하여 고민, 고충이 풀릴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 입니다. 

 

●가나가와 생활 응원 웹 사이트의 특징  

「가나가와 생활 응원 웹 사이트」는 가나가와 생활곤궁자 자립지원 

네트와크란 단체에 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내의 

생활곤궁자지원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협력하여 

만든 네트와크 단체입니다. 또한 「가나가와 생활 응원 웹 사이트」 제작은 

가나가와현과의 협공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 생활 응원 웹 사이트」에는 가나가와현내 NPO 등 민간단체나 

자치체, 관계기관에 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나가와 생활 응원 웹 사이트의 이용방법 

 「가나가와 생활 응원 웹 사이트」 첫 페이지에서 상담할 내용과 거주 

지역(영역)을 선택하여 검색 해보십시오. 상담내용에만 체크를 넣거나 또는 

거주지역에만 체크를 넣어서 검색할수도 있습니다. 

검색하면 체크를 넣은 상담내용이나 지역에 해당되는 단체가 표시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관이나 단체를 클릭하면 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진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상담방법이나 이용방법을 잘 확인한 

다음 각 기관, 단체에 연락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한 단체나 한 기관 뿐만 아니라 상담하는 분의 양해를 받고 

관련단체, 기관과 협력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껴안은 문제해결을 지향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느끼면 혼자 껴 안고 고민하지 말고 우선 상담하세요. 

「가나가와 생활 응원 웹 사이트」를 꼭 이용 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