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네팔어 한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캄보디아어 몽골어

감독과 ○ 삿포로시 기타구 기타 8조니시 2-1-1 삿포로제1합동청사 011-790-8784

하코다테서 ○ 하코다테시 신카와초 25－18 하코다테지방합동청사 1층 0138-87-7605

구시로서 ○ ○ 구시로시 카시와기초 2－12 0154-42-9716

굿찬지서 ○ 아부타군 굿찬조미나미 1조히가시 3초메 1번지 굿찬지방합동청사 4층 0136-22-2374

미야기국 감독과 ○ ○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텟포마치 1 센다이제4합동청사 022-299-8838

이바라키국 감독과 ○ ○ ○ 미토시 미야마치 1-8-3 이바라키노동종합청사 029-224-6214

감독과 ○ ○ ○ 우츠노미야시 아케보노초 1-4 우츠노미야제2지방합동청사 028-634-9115

도치기서 ○ 도치기시 누마와다초 20-24 0282-24-7766

감독과 ○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2-3-1 마에바시지방합동청사 8층 027-896-4735

오타서 ○ ○ 오타시 이즈카초 104 - 1 0276-45-9920

○ 048-816-3596

○ 048-816-3597

○ 048-816-3598

감독과 ○ 지바시 주오구 주오 4-11-1 지바제2지방합동청사 043-221-2304

후나바시서 ○ 후나바시시 카이진초 2-3-13 047-431-0182

가시와서 ○ ○ 가시와시 가시와 255-31 04-7163-0246

외국인특별상담지원실 ○ ○ ○ ○ ○ ○ ○ 신주쿠구 요쓰야 1-6-1 요쓰야타워 13층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프레스크)내 03-5361-8728

신주쿠서 ○ ○ ○ ○ ○ ○ 신주쿠구 햐쿠닌초 4-4-1 신주쿠노동종합청사 4층 03-5338-5582

시나가와서 ○ ○ 시나가와구 가미오사키 3-13-26 03-3440-7556

감독과 ○ ○ ○ ○ ○ 요코하마시 나카구 기타나카도리 5-57 요코하마제2합동청사 045-211-7351

아츠기서 ○ 아쓰기시 나카초 3-2-6 아쓰기T빌딩 5층 046-401-1641

니가타국 감독과 ○ 니가타시 주오구 미사키마치 1-2-1 니가타미사키합동청사 2호관 3층 025-288-3503

감독과 ○ 도야마시 진즈혼마치 1-5-5 도마야노동종합청사 076-441-4104

다카오카서 ○ ○ 다카오카시 나가가와혼초 10-21 다카오카법무합동청사 0766-23-3130

이시카와국 감독과 ○ ○ 가나자와시 사이넨 3-4-1 가나자와에키니시합동청사 5층 076-200-9771

후쿠이국 감독과 ○ ○ ○ 후쿠이시 하루야마 1-1-54 후쿠이하루야마합동청사 9층 0776-22-2652

야마나시국 고후서 ○ ○ 고후시 시모이다 2-5-51 055-224-5620

나가노국 감독과 ○ 나가노시 나카고쇼 1-22-1 026-223-0553

감독과 ○ ○ 기후현 기후시 긴류초 5-13 기후합동청사 3층 058-245-8102

기후서 ○ 기후현 기후시 고츠보 1-9-1 기후노동종합청사 3층 058-247-2368

다지미서 ○ 기후현 다지미시 오토와초 5-39-1 다지미종합노동청사 3층 0572-22-6381

감독과 ○ ○ ○ ○ ○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 9-50 시즈오카지방합동청사 054-254-6352

하마마츠서 ○ 하마마쓰시 나카구 주오 1-12-4 하마마쓰합동청사 053-456-8148

미시마서 ○ 미시마시 분쿄초 1-3-112 미시마노동종합청사 055-986-9100

이와타서 ○ 이와타시 미쓰케 3599-6 이와타지방합동청사 0538-32-2205

시마다서 ○ ○ 시마다시 혼도리 1-4677-4 시마다노동종합청사 0547-37-3148

감독과 ○ ○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2-5-1 나고야합동청사 제2호관 052-972-0253

나고야니시 ○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후타쓰바시초 3-37 052-481-9533

도요하시서 ○ 도요하시서 다이코쿠초 111 도요하시지방합동청사 6층 0532-54-1192

가리야서 ○ 가리야시 와카마쓰초 1-46-1 가리야합동청사 3층 0566-21-4885

감독과 ○ 쓰시 시마사키초 327-2 쓰제2지방합동청사 4층 059-226-2106

욧카이치서 ○ ○ 욧카이치시 신쇼 2-5-23 059-342-0340

쓰서 ○ ○ 쓰시 시마사키초 327-2 쓰제2지방합동청사 1층 059-227-1282

오쓰서 ○ 오쓰시 우치데하마 14-15 시가노동종합청사 3층 077-522-6616

히코네서 ○ ○ 히코네시 니시이마초 58-3 히코네지방합동청사 3층 0749-22-0654

히가시오미서 ○ ○ 히가시오미시 요카이치 미도리마치 8-14 0748-22-0394

교토국 감독과 ○ ○ 교토시 나카교구 료가에마치도리 오이케아가루 킨부키초 451 075-241-3214

감독과 ○ ○ ○ ○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4-1-67 오사카합동청사 제2호관 9층 06-6949-6490

오사카추오서 ○ 오사카시 주오구 모리노미야추오 1-15-10 오사카추오노동종합청사 5층 06-7669-8726

덴마서 ○ 오사카시 기타구 덴마바시 1-8-30 OAP타워 7층 06-7713-2003

사카이서 ○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카와라마치 2-29 사카이지방종합청사 3층 072-340-3829

감독과 ○ 고베시 주오구 히가시카와사키초 1-1-3 고베크리스탈타워 078-371-5310

히메지서 ○ 히메지시 호조 1-83 079-224-8181

돗토리국 감독과 ○ ○ 돗토리시 토미야스 2-89-9 0857-29-1703

시마네국 감독과 ○ 마쓰에시 무코지마초 134-10 마쓰에지방합동청사 5층 0852-31-1156

오카야마국 감독과      ○ ○ ○ 오카야마시 기타구 시모이시 1-4-1 오카야마제2합동청사 086-201-1651

감독과 ○ ○ ○ 히로시마시 나카구 가미핫초보리 6-30 히로시마합동청사 제2호관 5층 082-221-9242

히로시마추오서 ○ 히로시마시 나카구 가미핫초보리 6-30 히로시마합동청사 제2호관 1층 082-221-2460

후쿠야마서 ○ ○ 후쿠야마시 아사히마치 1-7 084-923-0005

도쿠시마국 감독과 ○ 도쿠시마시 도쿠시마초 죠나이 6-6 도쿠시마지방합동청사 088-652-9163

○ 089-913-6244

○ 089-913-5653

이마바리서 ○ 이마바리시 아사이마치 1-3-1 0898-25-3760

감독과 ○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에키히가시 2-11-1 후쿠오카합동청사 신관 4층 092-411-4862

후쿠오카추오서 ○ 후쿠오카시 주오구 나가하마 2-1-1 후쿠오카추오노동기준감독서 4층 092-761-5607

기타큐슈니시서 ○ 기타큐슈시 야하타니시구 키시노우라 1-5-10 야하타노동종합청사 3층 093-622-6550

나가사키국 감독과 ○ 나가사키시 만자이마치 7-1　TBM나가사키빌딩 6층 095-895-5105

감독과 ○ 구마모토시 니시구 가스가 2-10-1 구마모토지방종합청사 A동 9층 096-355-8449

야쓰시로서 ○ 야쓰시로시 오테마치 2-3-11 0965-34-6796

가고시마국 감독과 ○ 가고시마시 야마시타초 13-21 가고시마종합청사 099-216-6100

오키나와국 감독과 ○ 나하시 오모로마치 2-1-1 나하제2지방합동청사 3층 098-868-1634

　※1 2023년 4월 1일 현재 기준 데이터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타마시 주오구 신토신 11-2 랜드액시스타워 15층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 설치장소 안내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는 아래의 도도부현 노동국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설치되어, 외국어로 노동조건 관련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설일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내 포털 사이트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htm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도부현 설치장소 소재지 연락처

도치기국

군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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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 마쓰야마시 와카쿠사초 4-3 마쓰야마와카쿠사합동청사 5층

후쿠오카국

구마모토국


